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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서울시는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직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을 보완할 목적으로 2019년 2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
은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안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공간적 형평성을 개선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
각 노선이 대중교통 형평성 개선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한 실증 분석한 사례가 없다. 이 연구는 도시철도 이용
자 수요를 기반으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 효과를 형평성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형평성 개선 효과를 3가지의 연구 질문에 근거하여 검증하
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의 공간적 형평성을 지니계수 기준 약 0.042만큼 개선한
다. 둘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거주자의 형평성이 종사자보다 더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보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형평성 향상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대중교통 형평성, 접근도,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ABSTRACT：The city of Seoul has made great efforts to expan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continuously.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with poor public transport services. In order to supplement these areas, Seoul
announced a 10-year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in February 2019. This is a plan that focuses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s evaluated to further improve the spatial equity of public transport in
Seoul. However, there is no case of empirical analysis on how much each route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public transport equ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urban rail service
improvement effect of the 10-year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in Seoul based on urban rail user
demand in terms of equity. This paper verified the effect of improving the equity of the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based on three research ques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Seoul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improves the spatial equity of urban rail by about 0.042 based on the Gini
coefficien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residents' equity was improved more than workers' due to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econd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wa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equity compared to the first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KeyWords：Public transport equity, Accessibility, Lorenz curve, Gini coefficient, The 10-Year Urban Railway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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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발전을 중심으로 발표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망 구축계획’이다. 이 연구는 도시철도망 계획으로
인한 노선 구축 전후의 지역별 도시철도 접근성을

서울시의 지속적인 도시철도 노선 및 시설 확충

각각 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철도 형

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 요금에 따라 도시철도

평성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

의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요

위는 2018년으로 정의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서울

교통통계에 따르면 도시철도 교통 수단분담률은

시 시가화지역으로 한정하였다.

2006년 약 34.7%에서 2018년 약 40.7%로 지속
해서 증가하였고, 10년 새 이용객 수는 약 120만
명(18%)이 늘었다(서울시 주요 교통통계). 도시철
도는 이제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로 자리 잡았으며, 도시 공공재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철도 노선계획은 경제 논
리에 근거하여 수립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철도 서

1. 서울시 도시철도망 10개년 계획

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발생하였다. 점차 도시철도
가 도시 공공재의 구실을 함으로써, 도시철도 소외

서울시는 2013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지역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

요청을 추진함을 시작으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

다(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축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 제1차 서울시 10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2019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1차(2015년)와 2차

년 2월 제2차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2019년)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이 도

해당 철도망 계획은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

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서울 시내에

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목표로 철도시설이 지역의

약 71km 노선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

고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

히 서울시 교통 소외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데

였다고 밝혔다.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철도 접근성

도시철도 계획은 제1차 도시철도 노선과 제2차

의 지역적 편차에 대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도시철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제1차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로 인하여 도

도시철도 노선은 주로 강남 일대에 분포되어 있으

시철도망 계획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데

며 제2차 도시철도 노선은 강북과 서부지역을 중

한계가 있다.

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연구는 도시철도 서비스 혜택의 개선 효과를

도시철도 노선은 총 3가지 역할로 분류된다. 강

형평성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북횡단선, 우이신설연장선,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것이 목표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지역 균형

서부선은 지역 균형발전 노선으로 분류되며, 서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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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연장과 신림선 북부 연장선 그리고 9호선 4단

개인 혹은 한 지점이 이동과 관련하여 지니게 되는

계 추가연장은 연계/연장/강화 노선에 속한다. 4호

능력 혹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이 접근성은 이동에

선 급행화와 5호선 직결화는 기존선 개량에 의미가

활용되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개념이 다소 상이하다.

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링크와 결절점의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승용차 접근성의

<그림 1>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 1, 2차 노선도
출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개념과 차이가 있다. 특히 Shimbel(1953)을 비롯
한 많은 연구자(Garrison, 1960; Burton, 1962;
Nystuen and Dacey, 1961; Reed, 1970; Haggett
and Chorly, 1969; Berge, 1962; Taaffe et al.,
1996; Lee 1996; Lee and Lee 1998)는 그래프
이론을 이용한 대중교통 접근도 산정모형을 개발하
여 적용했다. 그러나 그래프 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
발된 접근도 산정모형은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링크
수를 통하여 각 결절점의 접근도 값을 산정할 수 있
을 뿐, 결절점 주변 지역으로부터 결절점까지 도달
하기 쉬운 정도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도시철도 접근성

이에 이금숙(1998)은 거리조락함수를 통해 도
시철도 결절점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도 감소

접근성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하는 함수식을 설정하였고, 이 함수식을 서울시 혜

Hansen(1959)은 접근성을 공간 상호작용 기회의

화역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매개변수를

잠재성이라 정의하였고, Dalvi and Martin(1976)

도출하였다([수식 1] 참조). <그림 2>에 따르면 거

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한 지점으로부터 어떠한

리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철도 이용자의 접근성은

활동에 도달하기까지의 쉬운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약 500m 시점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000m 이

또한, Wilson(1970)은 접근성을 교통시설과 토지

후로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용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얻는 소비자

이 접근성 산정 함수식은 안영수·이승일(2010), 장

잉여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가

성만(2011)과 김동준 외(2017)의 연구에 적용된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임강원

사례가 있다.

(1986)은 어느 지점에 있는 개인이 특정 활동 또는
활동집단에 참여할 기회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tanh  



또한, 노정현 외(1994)는 특정 지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리의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단,  ≡   tanh   

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접근성은

매개변수 :   ≈   ≈  ,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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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번째 셀의 접근도 값

2013; Litman and Burwell 2006; Murray and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 역으로부터의 거리

Davis, 2001; Wu and Hine, 2003). Litman
and Burwell(2006)은 교통의 형평성과 관련한 연

<그림 2> 거리에 따른 도시철도 접근성 변화
출처: 이금숙(1998)

구는 일반적으로 수평적(horizontal) 형평성과 수
직적(vertical) 형평성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형평성은 개인 혹은 그룹이 동일한 능력
과 요구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공간적 분포와 그에
따른 교통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형평성의 개념에 따르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혹은 그룹 구성원들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
고 동일한 자원을 배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술한 연구 외에 역세권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이나 사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

회적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능력과 요구를 갖는

다. 이 중 오영택 외(2009)는 토지이용유형별 역세

개인 혹은 그룹의 공간적 분포와 교통 서비스의 공

권 대중교통 이용수요의 영향인자를 실증분석하였

급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교통

다. 특히, 지역을 주거와 비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그룹을

각각의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이

우선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용특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이 상

자 한다.

이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도

수직적 형평성에 근거하여 교통 서비스를 계산하

시철도 접근성은 주거지와 고용지로 구분하여 분

고 평가하는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었

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초기 접근법은 인구 통계지표와 비교한 교통 공
급 밀도 지표를 사용하였다(Currie and Wallis,
1992). PTAL(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3. 공간적 형평성

Level)은 1990년대 초 영국에서 사용된 대중교통
공급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접

이 연구는 대중교통의 공간적 형평성을 근거로

근법이다. 이 방법에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행

현 서울시의 도시철도구축 계획안이 지역의 균형

접근시간, 서비스의 신뢰성 그리고 평균 대기시간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가늠하고자 한다. 이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Wu and Hine(2003)은

교통의 형평성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지의 PTAL 지표를 산출하고 빈곤(depri

교통의 공간적 형평성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vation)지표와 비교해 수직적 형평성을 산출하

수행되었다(Currie, 2004; Currie and Wallis,

였다.

1992; Delbosc and Currie, 2011; Fot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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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평적 형평성 관점에서 교통의 형평성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하는 연구는 2010년 이후 진행되었다. Delbosc
and Graham(2011)와 Jang et al.(2017)은 로렌
츠 커브와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교통의 형평성을
수평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4. 로렌츠 곡선 및 지니계수
(Jang et al., 2017의 일부분을 발췌함)

특히 Jang et al.(2017)은 대중교통을 도시철도와
버스로 구분하고 수단별 교통 형평성을 비교하였

이 연구는 도시철도의 교통 형평성을 분석하기

다. 또한 이 연구는 대중교통의 연장 계획에 기초

위하여 로렌츠 곡선을 사용하였다. 다음 내용은 로

하여 장래의 교통 형평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기

렌츠 곡선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존 선행연구는 접근성을 도출하면서 지역별 도시

경제학에서 로렌츠 곡선은 인구 전체에 걸친 부

철도의 이용자(수요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

의 누적 분포 함수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Lorenz, 1905). <그림 3>은 소득 분배의 로렌츠

앞선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는 도시

곡선의 예이다. 점선은 완벽하게 공평한 소득 분배

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인구를 나타낸다. 실선은 부의 불공평한 분배를 나

위한 도구로써,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의 활용 가

타낸다(예: 인구의 70%가 인구 소득의 약 25%를

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도시철도 접근도의 개

공유함). 로렌츠 곡선이 완벽한 형평성이 가능하거

선 여부는 거주인구(출발지)와 고용인구(도착지)로

나 심지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림 3> 로렌츠 곡선의 예
출처: Lorenz(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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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bosc and Currie 2011).

Ⅲ. 연구의 틀 설정

로렌츠 곡선은 소득뿐만 아니라 인구 전체에 걸
쳐 누적될 수 있는 모든 수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생물 다양성 연구에서 비즈니스 모델링에 이르기까

1. 연구 질문 설정

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으며, 운송 분야에도 적
용되었다. 로렌츠 곡선은 평등을 시각적으로 표현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발

한 반면, 지니계수는 전반적인 불평등 정도를 나타

표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대상

내는 단일의 수치이다. 이것은 평등선과 로렌츠 곡

으로 도시철도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도시철도

선 사이의 면적(<그림 3>에서 A)을 평등선 아래의

서비스 혜택의 형평성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

전체 면적(<그림 3>에서 A+B)으로 나눈 비율이다.

석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지니 계수는 0과 1 범위의 값을 가정한다. 0은

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

완전 평등(즉, 모든 동일한 값을 가짐)을 나타내는

하였다.

반면, 1은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0.20 미만의 지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니 값은 낮은 불평당을 나타내는 반면, 0.2에서 0.5

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 이용수요의 공간적 형평

사이의 값읕 중간 불평등, 그리고 0.5 이상의 값은

성 개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확

높은 불평등을 나타낸다(Haidich and Ioannidis,

인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서

2004).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로렌츠

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이 완성되기 전과 후의 도

곡선의 분포를 수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시철도 형평성 지표를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공간적 형평성 개선 효과는 서울 내 거주하
는 사람(출발지)과 서울 내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G: 지니계수

착지) 중 어느 수요층에서 더 큰가?’이다. 이를 위

X: k=0에 대한 접근성 변수의 누적 비율

하여 이 연구는 서울시 집계구별 거주자와 종사자

Y: k=0에 대한 TAZ 변수의 누적 비율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철도 수요를 각각 구하
였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2015년도 발표한 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2019년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각각 도시
철도 형평성 개선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1, 2차 도시철도
망 노선계획을 별도의 형상 파일로 만들고 그 효과
를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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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거주자와 종사자가
모두 포함된 총인구수와 거주 인구수 그리고 종사

이 연구는 도시철도 노선계획 반영 여부 및 도

자 인구수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시철도 수요자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이 연구는 로렌츠 곡선(Lorenz, 1905)

여러 연구 질문에 관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구성

및 지니계수(Gini, 1912)를 산정하였다. 하나의 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더욱 쉽게 전달하기

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

위하여 연구의 틀을 도식화하였다(<그림 4> 참조).

의 수요와 하나의 공급 데이터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론 이후 도시철도의 접근도와 이용

이 연구는 앞서 도출한 도시철도 접근성과 이용수

수요를 산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접근

요 지표 중 각각 하나의 값을 선택하여 로렌츠 곡

도는 기준 연도(2018년)와 비교 연도로 구분하였

선과 지니계수를 산정하였다. 각 로렌츠 곡선과 지

다. 비교 연도는 다시 1차와 2차 모든 계획이 포함

니계수가 분석에 활용한 수요 및 공급 데이터는 그

된 계획과 1차 혹은 2차만 적용된 계획 총 세 가지

림 4에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로 구성하였다. 도시철도 이용수요는 기준 연도의

<그림 4> 연구의 틀 설정

이후,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7

8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2호 2021. 6

답을 찾기 위하여 로렌츠 곡선 및 지니계수를 비교

<그림 6> 기준 연도 및 도시철도망 계획 지점

하였다. 각 연구 질문과 관련된 로렌츠 곡선 및 지
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각 연구 질문과 관련된 해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이 연구는 시사점 및 후
속 연구를 제시하였다.

Ⅳ. 도시철도 접근도 및 수요 산출

1. 도시철도 접근도 산출

이 연구는 도시철도 역 주변 지역의 접근도 지
수를 추정하기 위해 분석 대상지를 100m× 100m

1) 기준 연도 접근도 산출

레스터 데이터로 분할하고 가장 가까운 역까지의

이 연구는 분석 대상지인 서울은 사람들이 생활

거리를 산정하였다. 이후 국내의 도시철도 이용 특

하기 부적합 지역 즉, 강 또는 녹지대 지역을 포함

성을 반영하여 도출한 이금숙(1998)의 함수식에

한다. 해당 지역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

기초하여 접근도를 산정하였다(<그림 7> 좌측).

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화 지역(출처: SGIS)만을 분
석 대상지로 제한하였다(<그림 5> 참조). 이 연구

2)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후 접근도 산출

는 도시철도 역의 중심점을(출처: KTDB) 중심으

이 연구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건설 후

로 분석 대상지의 접근도를 산출하였다(<그림 6>

의 접근도를 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발

참조).

표한 도시철도망 계획 도면을 참조하여 GIS 데이
터를 구축하였다(출처: 서울시). 서울시 도시철도망

<그림 5> 분석 대상지

공간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도시철도망 노선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그림 7> 도시철도 역의 접근도 산정(기준연도 및 도시철도 계획 실행 후)

<그림 8> 개별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 실행 후 접근도 산정(1차, 2차 도시철도 계획)

구축 후의 접근도 역시 앞서 접근도를 도출한 방식

위하여 계획별로 접근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기존

과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지를 100m× 100m 레스

도시철도 역과 제1차 도시철도망 노선계획에 따른

터 데이터로 분할하고 가장 가까운 역까지의 거리

신규 도시철도 역을 대상으로 접근도를 산출하였다.

를 산정 후, 접근도를 산정하였다(<그림 7> 우측).

접근도는 산출 방식은 앞서 제시한 방식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구하였다(<그림 8> 좌측). 또한, 기존

3) 개별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 실행 후 접근도 산출

도시철도 역과 제2차 도시철도망 노선계획에 따른

이 연구자는 제1차와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

신규 도시철도 역을 대상으로 접근도를 산출하였

철도망 계획 실행 후 각각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다(<그림 8>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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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 이용수요 산출

구획할 경우, 대각선 방향과 가로, 세로 방향간의
거리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서울시 지역별 거주자 수 산출

둘째,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중

도시철도의 공간적 접근도가 공급이라 한다면

교통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역별로 소득 및

지역별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수요로 정의

사회적 지휘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주자와 종사자는 공간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를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공

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간적 형평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대중교통의

수요 산출 시 반영하였다. 이 연구자는 2018년도

수요들의 공간적 분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준 행정동별 거주자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이 연구는 우선 서울시 거주자 기준 대중교통

도출하였고, 이를 앞서 구한 헥사곤 별 인구수와

수요의 공간적 분포를 산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데

곱함으로써, 지역별 거주자의 도시철도 수요를 산

이터를 활용하였다. 첫째, 2017년 기준 각 집계구

정하였다(<그림 9> 좌측 참조).

별 인구수를 활용하였다(출처: SGIS). 각 집계구는
면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지역별

2) 서울시 지역별 종사자 수 산출

수요로 활용하면 합리적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 없

앞서 서울시 지역별 거주자 수를 구한 방식과

다. 이에 이 연구자는 먼저 서울시를 면적이 동일한

동일한 형태로 지역별 종사자 수를 산출하였다. 지

헥사곤으로 구획하였다. 이후, 각 헥사곤과 집계구

역별 종사자 수 역시 각 집계구별 종사자 수와 대

의 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값을 구함으로써, 동

중교통 수단 분담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일한 면적당 인구수를 구하였다. 분석 대상지를 사

2017년 기준 집계구별 종사자 수를 활용하였다(출

각형이 아닌 헥사곤으로 구획한 이유는 사각형으로

처: SGIS). 종사자 수 산출 시 각 집계구의 면적이

<그림 9> 서울시 도시철도 수요 산정 (거주자, 종사자 기준)

공간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도시철도망 노선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헥사곤 형태로 변환하고 가

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우선 이 연구자는 2018년

중평균을 수행함으로써 동일한 면적당 종사자 수

도 기준 행정동별 1인당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하

를 구하였다. 둘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였다. 그리고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이

역시 각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실현된 뒤 행정동별 1인당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

상이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를 분

하였다. 그리고 행정동별 접근도를 기준으로 지니

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도 기준 행정동별 종

계수를 산출하고, 로렌츠 곡선을 도식화하여 비교

사자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그림 10> 참조).

앞서 구한 헥사곤별 종사자 수와 곱함으로써, 지역
별 종사자의 도시철도 수요를 산정하였다(<그림 9>

<그림 10> 서울시 도시철도 개통 전후의 1인당 접근성 형평성 비교

우측 참조).

3) 서울시 지역별 도시철도 수요 산출
앞서 도출한 서울시 거주자와 종사자의 분포도
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자는 전 지역에 두루 퍼져
있으나 특히 동작구와 마포구 그리고 송파구에 많
이 밀집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서울시 종사자
분포의 경우 서울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밀집하고
있다. 가산디지털단지와 종로 그리고 성수동 일대
이다. 이 연구자는 서울시 지역별 전체 도시철도 수
요를 산출하기 위해서 앞서 구한 지역별 거주자와
종사자 수를 각각 합하여 총 수요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서울시 대중교통 공간
적 형평성은 지니계수 0.420이다. 그리고 1차 2차
도시철도망 개통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공간적 형
평성은 지니계수는 0.378이다. 즉, 서울시 10개년

Ⅴ. 분석 결과

도시철도망 개통 전, 후의 행정동별 1인당 도시철
도 접근도를 비교한 결과, 도시철도의 공간적 형평
성은 지니계수 기준 약 0.042(10%)만큼 개선되는

1. 연구 질문 1의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지니계수를 기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 질문 2의 분석 결과

준으로 볼 때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차+2차)은 도시철도 이용수요의 공간적 형평성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서울시 10개년

개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 연구 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1차+2차)의 공간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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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울시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수요자(거주자(좌), 종사자(우))의 형평성 개선의 효과

개선 효과는 거주자와 종사자 중 어느 수요층에 더

0.607로 모두 형평성이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각

효과적인가?’이다. 이 연구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

상승 폭은 거주자의 경우 0.043, 종사자의 경우

여 이 연구자는 먼저 2018년도 기준 행정동별 한

0.023씩 증가함으로써 종사자와 비교해 거주자의

거주자당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서

형평성이 더 많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이 실현된 뒤 행정동
별 한 거주자당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하였다. 이
후, 행정동별 접근도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산출

3. 연구 질문 3의 분석 결과

하고, 로렌츠 곡선을 도식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1> 좌측 참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8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서울시 10개년

년도 기준 행정동별 한 종사자당 도시철도 접근도

도시철도망 1차, 2차 구축계획은 각각 도시철도

와 도시철도망 개통 이후 행정동별 한 종사자당 도

이용수요의 공간적 형평성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

시철도 접근도를 구하고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

는가?’이다. 이 연구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이

을 도식화하였다(<그림 11> 우측 참조).

연구자는 먼저 2018년도 기준 행정동별 1인당 도

분석 결과, 우선 2018년도 기준 서울시 거주자

시철도 접근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10개년

의 대중교통 공간적 형평성 지수는 0.487이고 서

도시철도망 1차 계획이 실현된 뒤 행정동별 1인당

울시 거주자들의 2018년도 기준 종사자의 형평성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하였다. 이후, 행정동별 접근

은 0.630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의 도시철도

도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로렌츠 곡선

형평성은 종사자와 비교해 거주자가 더 높음을 알

을 도식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그림 12> 좌측 참

수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 노선 개통에 따른 형평

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8년도 기준 행정동별

성 지표는 거주자의 경우 0.444 종사자의 경우

1인당 도시철도 접근도와 도시철도망 2차 계획이

공간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도시철도망 노선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그림 12> 1차(좌), 2차(우) 서울시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형평성 개선의 효과

실현된 뒤 행정동별 1인당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하고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도식화하였다(<그

갖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림 12> 우측 참조).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공간

제1차 도시철도망 노선이 개통하였을 경우 지니

적 형평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에서는 다

계수는 0.417로 기존의 0.420에 비해 약 0.003만

루지 못한 다양한 수요 계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

큼 향상되었다. 반면 제2차 도시철도망 개통 후 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해당 계획을 두 가

니계수는 약 0.380으로 약 0.04만큼 향상되었다.

지 노선계획으로 구분하고 노선별 효과를 비교 분

이는 제1차 도시철도망 노선과 비교해 제2차 도시

석하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철도망 노선이 공간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

이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적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개
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
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도시철도 계획안은 기존의 대중교

Ⅵ. 결론

통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이를 통한 대중교통의 형평성 지표가 극적으
로 나아질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Haidich

이 연구는 현재 서울시가 많은 예산과 오랜 시

and Ioannidis(2004)는 지니계수 0.2에서 0.5 사

간을 거쳐 계획하고 실행하는 서울시 10개년 도시

이를 중간 불평등으로 분류하였다. 즉, 도시철도 노

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대중교통 공간적 형평성 관점

선 개통으로 인해 지니계수가 0.378로 낮아졌음에

에서 평가하였다. 특히 해당 노선계획은 지역 균형

도 불구하고 아직 낮은 불평등 단계에 이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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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자는 분석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

두 번째, 도시철도 노선 계획안은 서울시에 일

디에 많이 거주하는지, 혹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종

자리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

사하는지 고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 대중

는 사람들의 대중교통 형평성 지표를 더욱 향상하

교통 수단 분담률을 동시에 고려해 도시철도의 이

게 시킨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 주요 일자리가 종

용수요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수요 추

로와 강남 그리고 여의도와 가산디지털단지 일대

정 방법론을 수행함으로써, 이 연구는 도시철도의

에 분포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형평성 개선 효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시철도 노선 계획안의 구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

위와 같은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만, 대부분은 그 외곽을 경유한다. 따라서 본 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현재 대

획은 서울시 거주자의 대중교통 공간적 형평성을

중교통 수단분담률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수요를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산정하였다. 그러나 도시철도의 불리한 접근성으

세 번째, 현재 1차와 2차로 분류하여 제시된 도

로 인하여 승용차로 수단을 선택한 통행도 존재하

시철도 노선 계획안 중 2차 노선이 더욱 대중교통

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대중교통의 수요를 과소

공간적 형평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각 노선이 위치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지역의 공간적 속성에 기인한 결과라 해석된다.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지의 토지이용 특

즉, 현재 도시철도 노선이 취약한 강북과 서쪽 일

성에 기반하여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수요를 계

대를 주요 대상으로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2차 도

산 하고자 한다.

시철도 계획이 강남과 동북 일대를 주요 대상으로

앞으로 이 연구자들은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

삼은 1차 도시철도 계획보다 형평성을 높이는 것

스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포함하여 공간적 형평성

으로 해석된다.

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다른 도시의 도시

이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철도 이용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고 상

첫째, 도시철도 이용 서비스 수준의 공간적 형평성

호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대중교통 형평성 지표를

을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로렌츠 곡선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런던, 파리, 도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도시철도의 공간적 형평성을

쿄 등 도시철도 중심의 해외 도시의 공간적 형평성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언적으로

지표를 산출하여 서울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

제시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선 계획안의 구체적인

지향적 계획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도시철도 접근성을 거주자와 고용자로 구
분하여 평가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중교통
노선의 확충 및 변화가 단순히 분석 대상지 전역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얼마만큼 이바지하는지 평가하
였다. 이는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한 분석 방법론이다.

공간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도시철도망 노선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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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의 공간적 확산에 따른 상업시설 생존율과 생존요인 비교*
- 홍대지역 음식점을 중심으로 민철기**·강창덕***

Survival Analysis of Commercial Facilities in the Proliferation of Trade Areas*
- A Case Study of Restaurants in Hongdae Area, Seoul, Korea Chulki Min**·Chang-Deok Kang***
1)

요약：상권은 공간적으로 확산되거나 축소되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 가운데 특정한 지역의 상권이 번창하면 인근지역
으로 상권이 확산된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권의 공간적 변화는 도시경제, 도시개발, 도시내 이동패턴, 자영업의 흥망성
쇠 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권의 공간적 확산에 따라 상업시설의 생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상권의 활성화에 따른 상권의 공간적 확산에 착안하여 기존 상권과
이동·확장된 신흥상권의 음식점 생존율과 생존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1~2017년 서울시 홍대상권을 중
심으로 음식점 인허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생존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홍대앞상권을 기존상
권으로 보고 주변에 새로 확장된 상권인 상수상권, 연남상권, 서교상권을 신흥상권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기존상권과 신흥상권별로 상업시설의 생존율은 다르다고 볼 수 없었지만 폐업위험률과 생존요인에서 차이를 보였
다. 대체로 기존상권의 폐업위험률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동을 보였지만 신흥상권은 운영기간이 길수록 폐업위험률이
높았다. 아울러 생존요인에서 기존상권과 신흥상권 상업시설의 생존에 공통적으로 점포 특성의 설명력이 강했지만, 입지
특성의 설명력에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틀과 연구 성과는 앞으로 상권의 공간적 변화 속에서 자영업의 생존
을 이해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관련 정책 마련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상권확산, 생존율, 생존요인, 음식점
ABSTRACT：Trade areas are dynamic space that proliferates or contracts spatially. If a trade area in a particular
region is grown, the trade area proliferates nearby areas. These dynamic spatial changes in the trade areas are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urban economy, urban development, mobility patterns within the city, and the
survival of self-employment. Despite its importance, few studies examined how the survival of commercial
facilities changes according to the proliferation of the trade areas. This study compares the survival rate and
survival factors of restaurants in the existing trade areas and the newly emerging trade areas. For this purpose,
survival data in Hongdae area from 2000 to 2017 was constructed using restaurant license data and survival
analysis was conducted. Hongdae area was analyzed by dividing into existing trade area(Hongdaeap) and newly
emerging trade areas(Sangsu, Yeonnam, and Seogyo). The key findings suggested similar survival rate and
different risk of business closure and determinants of business survival among existing and newly emerging
trade areas. The framework and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will support understanding the survival of
self-employed businesses in spatial proliferation of trade areas and implications for related policies.
KeyWords：proliferation of trade areas, survival analysis, restaurants

*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내용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Master, Dep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정교수(Professor, Dep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 교신저자(E-Mail
: cdkang@cau.ac.kr, 02-82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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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에서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수에 있어 음식점업이
1순위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음식점의 쏠림현상은 특정 상권에서 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서울시 음식점 개업신고건

상권은 공간적으로 확산되거나 축소되는 역동

수의 평균 증가율이 47%인 반면, 경리단길 132%,

적인 공간이다. 이 가운데 특정한 지역의 상권이

상수 102%, 연남 195%, 이태원 86%로 평균 대비

번창하면 인근지역으로 상권이 점차 확산된다(신

2~3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서울시, 2016).

정엽·김감영, 2014). 이러한 역동적인 상권의 공간

음식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잉경쟁은 높은

적 변화는 도시경제, 도시개발, 도시 내 이동패턴,

폐업률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자영업의 흥망성쇠 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카드사 내부자료를 이용한 업종별 휴·폐업률을 보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권의 공간적 확

음식점업의 경우 1년 미만 휴·폐업률은 20.2%, 3년

산에 따라 상업시설의 생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만 휴·폐업률은 52.2%, 총폐업률은 81.7%에 달

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기존상권과 인근에

하였으며, 전체 자영업체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새로이 나타나는 상권 안에서 자영업체의 생존을

이나 음식점의 경우 평균 이하 수준을 나타냈다(김

보여주는 영업기간은 지역경제의 번영과 자영업의

일광, 2018).

흥망성쇠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자영업체의 높은 폐업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고용에서 자영업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차지하는 비중1)이 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상당하기 때문에, 자영업체의 높은 폐업률은 개인의

위해 대형마트 규제, 동종업종 거리제한 등 각종 규

삶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제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더 안정적인 창

할 수 있다. 자영업체의 지속적인 생존에 관한 더

업과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권분석 서비스3)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자영업체의 생

를 구축하여 업종별 경쟁 정도, 상권동향 등 다양한

존요인에 대해 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영업체의 높은 폐업률 문

국내 자영업의 특징 중 하나는 음식업으로의 쏠

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림현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15)의 창업 관련

이 연구에서는 음식점이 상권의 활성화 과정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음식·숙박업에 대한 선호도가

서 급증하며, 상권의 활성화는 공간적으로 기존 상

27.3%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권의 이동·확장과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1) 2018년 OECD기준 25.1%로 OECD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함(OECD Data, 2019)
2) 1위 음식점업은 473.6천개, 2위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183.5천개로 조사되었으며, 비알코올 음료점은 식품접객업 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음식점에 대한 쏠림현상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서울시는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중소기업벤처지원부는 “상권정보”를 구축·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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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과 이동·확장된 상권에서 음식점의 생존율과

Ⅱ. 선행연구 검토

생존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
자와 점포를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생존요인에 관
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실효성 있는 자영업

1. 상권의 공간적 확산에 관한 연구

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상권은 사전적으로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
위”를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18). 상권은 형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되고, 발달·성장하며, 이후 쇠퇴하는 생애주기 속
에서 공간적으로 이동하거나 확산되기도 하면서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상권 특성에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 주변의 인구규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은 ‘홍대 앞’

모가 클수록,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할수록 상권

의 상업화가 진행되어 상수동, 연남동 일대로 상권

이 성장·발달하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

이 확장되어가는 기간을 아우른다. 이에 따라 이 연

한 요소의 변화는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정란, 2017). 근래에는 상권의 이동과 확산을 상업

상수동, 연남동(이상 법정동 기준)으로 정하였다.

활성화와 상업젠트리피케이션 관점으로 접근하려

연구대상인 음식점은 우리나라의 일반적 상권의
대표적 업종으로서 상권이 형성되고 발달하여 쇠퇴

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선행연구를 위주로 검토하였다.

하기까지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다(이정란, 2017;

낮은 임대료 분포를 보이던 지역이 다양한 도시

염지혜·양승우, 2014). 또한, 상권이 상업화되고 확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유명해

장되면 음식점의 비중이 급증한다(윤윤채·박진아,

지고, 이는 다시 집객력 강화로 이어져 상권이 활

2016; 염지혜·양승우, 2014).

성화된다(최종석 외, 2018). 그러면, 건물주는 더

이 연구는 기존 상권과 이동·확장된 신흥상권에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위치한 음식점의 생존율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임차인과는 계약을 단

요인을 생존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절한다(박태원 외, 2016). 이때 근린에서의 소매업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방법과 연구 자료

들은 바로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하기보다는 기존

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인

에 영업했던 지역의 인근에 자리 잡고자 한다(스테

홍대지역 음식점 개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이시 서튼·김영준, 2016).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홍대상권의 공간적 확산 양상을 살펴보고, 실증분

라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상권 활성화와 맞물려 상

석 결과를 해석한다. 끝으로, 결론과 정책적 시사

권의 이동이나 확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삼청동길은 1970~80년대 근
린상가 거리에서 2000년대에 새로운 문화를 선도
하는 대표적 상업가로 성격이 변화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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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차이로 인사동 등지에서 문화예술 종사자들

수 있다. 점포 특성으로 영업장면적이 넓으면 가시

이 이동해온 것에 따른 것이다(김봉원 외, 2010).

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매출

가로수길 주변의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배후

에 유리하다(김성문 외, 2014(a); 신우진·문소연,

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11; 이임동 외, 2010). 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청담동에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가로수길로

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어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

이동해오면서 상권이 발달하였다(김필호, 2015).

칠 것 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같이 지하철역과의

홍대상권이 기존 권역인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의

거리는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성은영·최창

일부에서 상수동, 연남동으로 확장된 것은 홍대와

규, 2017; Kang, 2016; 김수현 외; 2015). 그러

의 인접성 효과에 기인하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는 업종에 따라 매출에 미

과 전치의 과정이며, 홍대 앞 주거지의 상업화는 문

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성은영·최창규,

화 관련 사업체 수의 증가가 선도하였다(이기웅,

2017). 경쟁요인은 점포 간 경쟁으로 매출에 부정

2015; 진창종, 2013). 시공간 큐브모형을 통해 서

적 영향을 미치거나(김성문 외, 2014(a)), 오히려

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에서 상권이 변동하

한정된 공간 내에 점포가 집적함으로써 수요창출

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마포구 지역 일대에서는 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김수현 외, 2015; 손동욱·이

권이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종로

연수, 2012).

구 지역과 성수동 지역에서는 이동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이슬기·성현곤, 2018).

인구요인은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인 유동인구,
상주인구, 종사자 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유동인

상권의 공간적 확산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구(노은빈 외, 2017; 김수현 외, 2015; 손동욱·이연

보면 상권이 활성화되면 높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

수, 2012)와 상주인구(성은영·최창규, 2017; Kang,

어져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업종이나 점포는 폐업하

2016), 종사자 수(성은영·최창규, 2017; 노은빈 외,

거나 인근으로 이동하게 되어 기존 상권의 이동과

2017; Kang, 2016; 김수현 외, 2015)가 매출에 유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제특
성으로 공시지가(김성문 외, 2014(b)), 지방세징수
액(김성문 외, 2014(a)), 토지이용 특성으로 건폐율

2. 상업시설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과 용적률(김수현 외, 2015), 토지이용(Kang, 2016)
등이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경영·경제·도시계획 분야에서 매출에 영향을 미

났다.

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상업시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

이는 매출이 상업시설의 주요 성과로써 매출분석

지면서 생존 영향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

을 통해 상업시설의 성장성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

되고 있으며 주요요인은 점포 특성, 교통 접근성,

가능성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인구, 경제 특성 등이다.

상업시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점

점포 특성 요인은 영업장 면적 외에 프랜차이즈

포 특성, 교통 접근성, 경쟁, 인구 등으로 요약할

여부가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프랜차이즈는

상권의 공간적 확산에 따른 상업시설 생존율과 생존요인 비교

입지선정부터 관리까지 본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은 업종에 따라 상이한 결과

받아 생존에 유리하다(김지은, 2019; 정동규·윤희

로 나타나거나 연구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

연, 2017). 프랜차이즈 요인은 일반음식점인지 휴

는 경우도 있었다.

게음식점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데, 일반음식
점이 고객풀을 공유함으로써 영업에 긍정적 영향
을 받는 반면, 휴게음식점은 고객 유출로 영업에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이정란·도난영, 2019).
접근성 측면에서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가까울

기존 연구 대비 이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

수록 생존에 유리하였다(이정란·도난영, 2019; 정

다. 첫째, 기존 연구와 달리 상업시설의 생존율을

동규·윤희연, 2017).

상권의 공간적 확산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상권의

인구요인 중 유동인구는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활성화는 음식점 증가라는 업종구성의 변화뿐만 아

는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생존에도 유의한 영향을

니라 상권 내 임대료 상승과 기존 상인의 폐업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준 외, 2018; 노은빈 외,

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상권의 확장과 이동에도 영

2017; 김수현 외, 2015; 손동욱·이연수, 2012).

향을 미친다. 연구대상 지역인 홍대상권은 1990년

점포 간 경쟁요인을 보면 동종업체 수가 많을수

대 홍대 앞 중심의 기존상권에서 2000년대 이후

록 경쟁이 심화되어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수동, 연남동 일대로 점차 이동·확장된 점을 고려

음식업종의 경우 경쟁업종 증가에 따른 폐업률에

하여 홍대상권의 변화를 추정하고 기존상권과 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윤미, 2017). 반

동·확장된 신흥상권에 위치한 음식점의 생존과 폐

면, 상업시설의 집적은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을 나

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누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동종업종은 단순 경쟁이

하였다. 둘째, 상업시설의 생존 영향요인을 생존분

아닌 소비자 풀을 형성하여 생존에 긍정적이며, 이

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매출액

종업체는 집적효과가 없어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써

미친다(김동준 외, 2018).

기업의 폐업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곽동철

그 외, 입지특성으로 필지의 경사도가 크면 음

외, 2016). 그러나, 1965년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식점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정동규·윤희

중 19개 기업만이 2005년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

연, 2017). 또한, 경제 특성으로써 임대료와 중소

고 66개 기업은 합병되거나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

기업대출이자율의 상승이 폐업위험을 높이는 것으

할 때 성과와 생존의 관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단순

로 나타났다(이정란·도난영, 2019; 남윤미, 2017).

화하기는 어렵다(성길용, 2019). 그 동안의 여러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상업시설의 성과에는 점

연구는 영업기간으로 측정한 생존율이 자영업의 흥

포 자체의 특성(영업장면적, 프랜차이즈 등), 접근

망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보여준다(정동규·윤희

성(지하철역과의 거리, 주도로와의 거리 등), 인구

연, 2017; 이근우 외, 2015; 정영순·송연경, 2008).

특성(종사자, 거주인구, 유동인구), 경제특성(임대료,

또한, 자영업자의 상당부분이 생계형이고 자영업

이자율 등)까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에서의 이탈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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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생존이 중요하며, 생존

년대 홍대를 중심으로한 문화와 상권이 결합한 것

율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이라면 연남동 상권과 상수동 상권은 2010년대 기

자영업체와 관련 정책 마련에 매우 중요하다(김일광,

존 홍대구역의 상권과 연계하여 아날로그 감성문

2018; 이근우 외, 2015; 박미현, 2011; 정영순·송연

화를 지향하는 상권으로 형성되었다(최유식·박성룡,

경, 2008; 나상균·이준수, 2007). 끝으로, 이 연구

2021). 연남동은 경의선으로 둘러싸여 고립됨으로

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 축적된 음

써 상업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남동 숲길공원

식점 개·폐업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가변

조성과 함께 재탄생하여 ‘연리단길’이라는 브랜드

변수(Time varying Variable)를 구축하고, ‘일 단

화된 장소성을 나타내고 있다(김주일, 2019). 상수

위’로 생존기간을 추출하여 보다 정밀하게 생존분

동은 기존 홍대 상권이 상업화되고 임대료가 상승

석을 수행하였다.

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문화쇼핑거리
상권이다(정연승·최순화, 2016).
홍익대학교 인근에 형성된 상업공간은 흔히 ‘홍
대 앞’, ‘홍대 공간’, ‘홍대지역’, ‘홍대상권’이라는

Ⅲ.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

용어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여
러 문헌과 연구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사례지역 소개

<그림 1> 연구 대상지역의 구분
출처: 네이버지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홍대상권은 현재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학가 상권
중 하나로 홍대지역의 변화는 1984년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이 개통되고 홍대입구역 부근이 상업지
구가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김수아, 2013).
1990년대는 오렌지족들의 홍대 앞 진출과 함께 소
비공간으로 이미지가 구축되었고, 홍대 예술의 거
리(피카소거리)를 중심으로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
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진창종, 2013). 2000년대
들어 젊음의 상징이 된 홍대상권은 많은 젊은 층의
유입으로 인해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며 2010년대
공항철도와 경의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상권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늘어나는 수요와 임대료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홍대 앞 작은 상점들은 비싼 임
대료를 피해 연남동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

이 연구에서는 홍익대학교 앞과 지하철 홍대입

었다(한종수·김미경, 2018). 기존 홍대상권이 1990

구역 주변은 물론 상수동, 연남동과 양화로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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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홍대상권4)’이라고

7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지칭한다. 홍대상권은 법정동 기준으로 서교동, 동

인구특성인 인구수와 종사자 수를 변수화하기 위

교동, 상수동, 연남동(이상 4개동)을 포함하고 있으

하여 통계청 인구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며, 상권 간 생존율과 생존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그림 1>과 같이 ‘홍대상권’을 법정동 경계와 양화
로를 기준으로 기존상권인 ‘홍대앞상권’, 신흥상권인
‘상수상권’, ‘연남상권’, ‘서교상권’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 가설
이 연구는 다음의 3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2. 연구 자료
이 연구에서 변수 구성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마
포구청의 음식점 개·폐업 인허가 데이터(2000년~

한다.
가설 1: 기존상권과 신흥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의 생존율이 다르다.

2017), 개별공시지가(2000년~2017), 건축물대장

홍대앞상권은 홍대지역의 중심상권이고 신흥상

(2018), 인구총조사(2000, 2005, 2010, 2015,

권인 상수상권, 연남상권, 서교상권은 기존상권인

2016, 2017), 전국사업체조사(2000~2017), 표준

홍대앞상권의 공간적 확산의 결과인 기존상권과

노드링크(2015), 전자지도(2019), 한국공정거래원

신흥상권에 위치한 음식점의 생존율이 어떻게, 왜

자료(2017) 등이다. 이 연구는 마포구청에서 제공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음식점 개·폐업 인허가 데이터를 기본으로 사용하였
다. 동 데이터는 음식점 소재지개시일자, 업소명, 소
재지, 점포면적, 폐업일자, 업태명, 층수 등의 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 음식점의 생존기간은 물론 점포특
성에 관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가설2: 기존상권과 신흥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의 폐업위험률이 다르다.
기존상권인 홍대앞상권은 1990년대 중반 활성
화된 상권이라면 신흥상권인 상수·연남·서교상권은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음식

2010년대 형성되었다. 이들 상권은 형성시기에 차

점의 입지 특성인 도로접면, 필지형상, 필지고저,

이가 있어 시간이 고려된 음식점의 폐업위험율이

토지이용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

어떻게,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을 통해서는 점포 특성인 음식점이 소재한 건물의
연면적과 주차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개별 음식점에서 도로와의 거리 측정을

가설3: 기존상권과 신흥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의 생존요인이 다르다.

위해 표준노드링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개별 음

기존상권과 신흥상권에 위치한 음식점은 점포와

식점의 프랜차이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7.

입지의 특성이 각각 다르고, 상권의 공간적 확산으로

4) 이 연구에서 홍대상권은 하위개념인 홍대앞상권과 구분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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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지가, 업종의 구성 등 상권 특성도 변화한다.

Analysis)은 관찰대상을 일정기간 추적하여 어떤

이에 따라 각각의 상권에서 음식점의 생존에 영향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사건발

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인구
학·의학·경제학·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박재빈, 2007). 생존기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
는 생존 자료는 연구 종료시점 전에 사건이 발생하

4. 분석 방법

는 완결된 자료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중도절단
1) 커널밀도분석(Kernel Density Estimation)

(censored)된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정보의 손실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음식점

을 최소화 할 수 있다(마강래·강은택, 2011).

의 분포 변화를 가시화하여 분석하고자 커널밀도

생존분석은 특정분포를 가정하는 모수적(para

분석(Kernel Density Estimation)을 활용하였다.

-matic)적 모형, 특정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

커널밀도분석이란 수집된 표본자료를 토대로 확률

수적(non-paramatic) 모형, 그리고, 중간적 성격

밀도함수를 추정하며, 이를 이용하여 평활화(Smo

인 준모수적(semiparamatic) 모형으로 나뉜다.

-othing)된 값을 추정하거나 또는 모집단의 다른

이 연구에서는 홍대상권 음식점의 생존기간 분포

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한다(이재길, 2017). 커널밀

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비모수적 모형인 카플란-

도분석은 점사상으로부터 설정된 범위까지의 거리

마이어(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한다. t시점

에 따라 커널함수를 통해 구해진 밀도 값이 나누어

이후에 폐업(사건)이 발생 할 가능성인 카플란-마이

진 격자에 집계되는 방법으로 각각의 격자(cell)의

어 생존함수 
 는 다음과 같다(Mario Cleves et

밀도 값이 지도에 색으로 표현되어 점사상의 밀집

al., 2010).

정도를 알 수 있으며(진창종 외, 2012), 공간밀도
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개념적으로 이해하


  

   


  ≤ 



<식 2>

기가 쉬워 점 데이터의 분포패턴을 시각화하는데
널리 이용된다(김동준·양승우, 2017). 계산식은 다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방법에서 사용
되는 위험함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음과 같다(이재길, 2017).

위험의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넬슨-

  


  
  
   





<식 1>

알렌 해저드(Nelson-Aalen hazard) 방법을 사용
한다(이정란·도난영, 2019). 동 방법에서 추정된 위
험률은 다음과 같다(Mario Cleves et al., 2010).

2)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이 연구에서는 홍대상권에 위치한 음식점을 대

∆
    
    
    

<식 3>

상으로 개업이후 폐업까지의 생존율을 비교하고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방법과 넬슨-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존분석

알렌 해저드(Nelson-Aalen hazard) 방법은 생존

(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다. 생존분석(Survival

기간만 알 수 있으면 집단 간 비교모형을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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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수 구성과 기초통계량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변량(univariate
analysis) 모형으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이정란·도난영 2019;

1) 변수 구성

마강래·강은택, 2011).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음식점이 개업 후 폐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업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영업개시 시점은 ‘소재

model)은 생존기간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시작일’이고 영업종료시점은 ‘폐업일’이다. 서울

과의 관계가 위험함수를 통해 표현된다. 이 분석법

열린데이터광장의 음식점 개·폐업 인허가 데이터

은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2개 이상인

를 이용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다변량(multivariate analysis) 분석일 경우 요인

31일까지 각 음식점의 영업기간과 폐업여부 변수

간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를 산출하고 종속변수를 구축하였다. <표 1>은 4

위험함수는  시점까지 생존한 음식점이  시점 이후

개 상권의 생존기간 현황을 보여준다.

순간 폐업할 확률을 나타내며  시점까지 생존 한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상업시설의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확률이다. 콕스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점포 특성, 입지

례위험모형 위험함수는 <식 4>와 같으며, 이 연구에

특성, 인구·경제 특성의 3가지로 범주화하고 세부

서는 음식점  가  시점에서 폐업할 확률을 설명하

적으로 15개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는데 있어 시간가변변수를 포함하는 확장 콕스비례

점포 특성은 해당 음식점이 가지는 개별 점포

위험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포가 소재하는

있다(Grube-Cavers, A.. & Patterson, Z., 2015).

건물연면적, 영업장면적, 주차, 1층 입점, 프랜차이
즈, 음식점의 업종이다. 건물연면적은 음식점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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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재한 건물의 규모와 관련되어 고객 유인성의 특성
을 보여줄 수 있다. 점포면적은 일반적으로 넓을수

  


 exp



       

 





 



록 전면창이 크게 되어 가시성이 있으며, 고객 입장

<식 5>



에서는 더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점포의 면적
은 매출액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표 1> 4개 상권의 생존기간 현황(2000~2017년)
영업기간(일)5)

지역

관측치

폐업
(event)

우측
절단

평균

홍대앞상권

3,824

1,685

2,139

상수상권

713

256

457

연남상권

1,511

478

서교상권

731

270

합계

6,779

2,689

5) 영업기간은 폐업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최소값

최대값

1,439

2

6,565

1,075

49

5,479

1,033

1,150

15

4,908

461

1,414

48

5,949

4,090

1,397

2

6,565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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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지고저는 평지 ‘1’, 그 외 ‘0’으로 변수화 하였

(김성문 외, 2014(a); 신우진·문소연, 2011). 자가용

다. 이들 세 변수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보행의 편

이 대중화된 현대에서는 주차가능 여부가 이용 편

의성이 음식점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1층에 점포가 위치하는

확인하고자 선정하였다.

경우 다른 층에 비해 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토지이용 속성은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할 수 있어 변수에 포함하였다(김성문 외, 2014(b)).

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을 상

한편, 프랜차이즈의 경우 창업 후 운영에 있어 본사

업지 ‘1’, 그 외 ‘0’으로 변수처리 하여 영향력을

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음식점의 생존에 영향

살펴보았다(Kang, 2016; 김수현 외, 2015). 한편,

을 미칠 수 있다(이정란·도난영 2019; 정동규·윤희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18년(2000년~2017년)의

연 2017). 다만, 국내 프랜차이즈가 대기업부터 중

장기간으로 같은 기간 토지이용 속성이 변동(주거

소업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여 이 연구에서는

→상업, 상업→주거 등)되었음을 감안하여 토지이

2017.7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 기준 가맹사업

용 변수는 시간가변변수로 처리하였다. 반면, 도로

기간 상위 100개 브랜드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

접면, 필지형상, 필지고저의 경우 연구대상 기간

브랜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프랜차이즈로 분류하였

내 변동이 적어 단년도(2015년)를 기준으로 변수

다. 끝으로, 연구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처리 하였다.

으로 이들 음식점은 취급품목이 달라 생존 특성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변수에 포함하였다.

고객이 음식점에 접근하기 얼마나 편리한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도로와의 거리, 지하철역과의 거

입지 특성은 음식점이 소재한 장소의 세부특성

리를 포함하였다. 개별 음식점에서 도로까지의 거

인 부지와 위치의 특성을 나타낸다. 세부적으로 부

리는 표준노드링크를 이용하였고, 개별 음식점에서

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도로접면, 필지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전자지도를 이용하였으며,

상, 필지고저, 토지이용을 포함하였고, 위치의 특

지하철역이 신규 개통될 때마다 거리가 변경될 수

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개별 음식점에서 도로와

있어 개통시기7)를 기준으로 시간가변변수로 처리

의 거리, 개별 음식점에서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포

하였다. 한편, 도로와의 거리,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함하였다.

Arc GIS를 활용하여 최단 직선거리로 측정하였다.

도로접면은 음식점이 접하고 있는 도로의 특성

인구 특성은 상업시설의 수요측면을 측정하는

으로 더미변수이며 광대한면·광대소각·광대세각6)인

지표이며 이 연구에서는 인구수와 종사자 수를 설

경우는 ‘1’이며 그 외는 ‘0’으로 처리하였다. 필지

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유동인구의 경

형상은 정방형은 ‘1’, 그 외는 ‘0’으로 더미변수이며,

우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장기간으로 자료 구득이

6) 광대한면은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이며, 광대소각은 광대로 한 면이 접하고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이상의
도로에 한 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이다. 또한, 광대세각은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 8m 미만)에 한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국토교통부, 2016).
7) 서울 지하철 2호선(홍대입구역, 합정역)이 1984년 5월 22일 개통하였고, 6호선(합정역, 상수역, 망원역)은 2000년 12월 15일 개통하였으며,
공항철도(홍대입구역)는 2010년 12월 29일, 경의중앙선(홍대입구역)이 2012년 12월 15일 개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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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명변수 기초통계량
변 수

점포

입지

인구
경제

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건물연면적(㎡)

30,892

2,787.60

9,490.25

11.47

73,696.11

영업장면적(㎡)

30,892

88.41

92.45

1.5

2,025.39
1

주차(0,1)

30,892

0.58

0.49

0

1층 입점(0,1)

30,892

0.56

0.49

0

1

프랜차이즈(0,1)

30,892

0.05

0.22

0

1

업종(0,1)

30,892

0.87

0.32

0

1

도로접면(0,1)

30,892

0.09

0.28

0

1

토지형상(0,1)

30,892

0.16

0.36

0

1

토지고저(0,1)

30,892

0.98

0.12

0

1

토지이용(0,1)

30,892

0.18

0.38

0

1

도로와의 거리(m)

30,892

64.71

56.09

0.41

262.92

지하철역과의 거리(m)

30,892

333.63

174.77

2.79

1,253.63

인구수(명)

30,892

11,232.14

4,970.36

2,381

22,640

종사자 수(명)

30,892

17,229.79

3,955.345

7,988

25,213

개별공시지가(원/㎡)

30,892

5,415,160

286,5047

855,000

19,720,000

불가능하여 변수화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인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시되므로 2000년부

구수와 종사자 수는 음식점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가변변수로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

처리하였다.

은영·최창규, 2017; Kang, 2016). 자료구축에 있
어 인구수는 인구총조사, 종사자 수는 전국사업체

2) 기초통계량

조사를 활용하였는데, 인구수와 종사자 수는 집계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이 연

구별 자료여서 집계구에 포인트를 추가하여 포인트

구에 사용된 총 6,779개 표본 중 조사기간에 폐업

를 기준으로 영역별 구분하였다. 인구수와 종사자

한 음식점은 2,689개(39.7%)이고, 계속 영업 중인

수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시간가변변수로 처리하

음식점은 4,090개(60.3%)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

였다.8)

한 음식점의 평균 생존기간은 약 1,397일(3.83년)

경제 특성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을 측정

로 나타났다. 평균 생존기간은 홍대앞상권에서 가

할 수 있는 지표로 음식점이 소재하는 필지의 개별

장 길었고, 그다음은 서교상권, 연남상권, 상수상권

공시지가를 변수처리 하였다. 한편, 매출이 증가하

순으로 나타났다.

면 점포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더 나아가 지가에 까

연구대상인 홍대상권 음식점은 마포구청에서 제

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가가 음식점의 생

공한 2000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데이터 중 일반음식점과

8) 인구수는 2000년. 2005년, 2010, 2015년, 2016년, 2017년에 조사되어 이를 활용하고, 종사자 수는 매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
수의 경우 조사결과가 없는 연도는 5년간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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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6,779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콕스

간에 개업한 음식점의 주소 데이터를 지오코딩

비례위험모형 분석에서는 시간가변변수를 포함하

(Geo Coding)9)하여 X, Y좌표로 변환한 후 표준

여 동일한 음식점이 생존기간 동안 반복 관찰됨에

노드링크 위에 중첩한 후 Arc GIS를 이용하여 커

따라 총 30,892개를 대상으로 한다.

널밀도 분석하였다. 커널 밀도분석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먼저,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그림 2(1)>
과 같이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중심으로 음

Ⅳ. 실증분석

식점 개업밀도가 높았다.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개업한 음식점을 살
펴보면 <그림 2(2)>와 같으며, 이 기간에는 지하철

1. 실증분석 개요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개업밀도가 여전히 높
은 수준이었으며 홍대 예술의거리(피카소거리)를

홍대상권의 공간적 변화과정을 탐색하기 위하
여 연구대상 기간(18년) 동안 홍대상권에서 음식점

중심으로 개업밀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특징으로
관찰되었다.

의 개업 분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커널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음식점 개업현황을

도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카플란-마이어(Kaplan-

보면 <그림 2(3)>에서 보듯이 홍대 예술의거리(피

Meier) 방법, 넬슨-알렌 해저드(Nelson-Aalen

카소거리)에서 개업밀도가 여전히 높아 홍대 지역

hazard) 방법을 활용하여 각 상권에서 음식점의

에서 중심상권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

생존율과 폐업 위험도를 비교한다. 그리고, 콕스비

다. 또한, 이 기간에는 홍대 정문 앞 홍익로를 중심

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으로 음식점 개업밀도가 높아져 2호선 지하철역

을 이용하여 각 상권에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

홍대입구역에서 홍익대학교 정문 쪽으로 점차 음

인을 비교·분석한다.

식점의 분포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음식점
개업밀도로, <그림 2(4)>와 같다. 홍익대학교 정문

2. 상권변화 분석 결과

부근 홍익로에서 음식점 개업밀도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주목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홍

홍대상권의 공간적 변화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익대학교 정문 우측, 와우산로 위쪽으로 음식점의

음식점의 개업 분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업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12월

먼저, 연구대상 기간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

18년을 3년 단위(총 6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

여 음식점의 개업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9) 공간정보시스템 기반 기술 연구소에서 무료 제공하는 Geocoder-Xr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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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홍대상권 커널밀도 분석 결과(2000~2017년)
2000년~2002년(1)

2003년~2005년(2)

2006년~2008년(3)

2009년~2011년(4)

2012년~2014년(5)

2015년~2017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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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의 음식점 개
업밀도이다. <그림 2(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기

Meier) 방법을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간 동안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부근, 와우산로 위쪽

각 상권 생존함수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으나 전

지역에서 음식점의 개업밀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반적으로 4개 상권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 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로그순위 검정결과 Chi2=2.48, Pr>Chi2=0.4785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2

으로 4개 상권의 생존함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년 12월 경의중앙선 개통으로 동 지역에 접근하기

하지 않았다. 즉, 4개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간 생

가 더욱 쉬워진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존율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와

기간에는 상수역 인근으로 음식점 개업밀도가 매우

같은 결과는 4개의 상권이 상업화가 되어가는 과정

높았고, 양화로 위쪽 동교동과 연남동 부근에서도

이 비슷하고, 홍대상권이라는 초대형상권 안에서 공

음식점 개업이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간적인 유사성을 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끝으로 <그림 2(6)>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의 음식점 개업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의

<그림 3> 4개 상권의 생존율 비교(생존함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남동 일대에 음식점의 개
업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공항철도 홍대
입구 개통 시 연남동 방면으로 출구가 설치되어 접
근성이 향상되었다는 점과 2015년 연남동 숲길공
원(연트럴파크) 조성완료로 방문객들을 유인할 요인
이 생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상수역 부근에
서도 음식점 개업밀도가 높았으며, 상수동 방면으로
음식점 개업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대상지역에서 18년 동안의 음식점 개업밀
도를 분석해본 결과를 요약하면 홍대상권은 초기

2) 상권별 음식점의 폐업위험률 비교

홍대 앞 중심에서 점차 서교동, 상수동, 연남동으

넬슨-알렌 해저드(Nelson-Aalen hazard) 방법

로 확산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 이용하여 홍대앞상권, 상수상권, 연남상권, 서교
상권에서 영업기간에 따른 음식점의 폐업 위험률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3. 생존분석 결과

4개 상권에서 모두 영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음식점의 폐업 위험률은 변동하나 그 변동 양상은

1) 상권별 음식점의 생존율 비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상권인 홍대앞상권이 영

기존상권인 홍대앞상권과 신흥상권인 상수상권,

업기간 내내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동 양상을 보였

연남상권, 서교상권에 위치한 음식점간 생존율의

다. 이와 다르게 신흥상권인 상수상권과 연남상권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플란-마이어(Kaplan-

의 폐업위험률은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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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으며, 서교 상권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 폭으

3) 상권별 음식점의 생존요인 비교

로 폐업 위험률이 증가하고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

상권의 공간적 변화는 점포 개점률과 폐점률에

냈다. 이는 기존상권인 홍대앞상권에 소재한 음식

영향을 미친다(이정란, 2017). 홍대지역의 경우 지

점이 상대적으로 신흥상권에 소재한 음식점 보다

하철 개통, 연남동 숲길공원 조성 등이 상권의 공간

영업기간에 따른 위험률의 변화가 크지 않아 안정

적 확산과 상권의 변화를 불러와 각 상권에서 자영

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홍대앞상권은

업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

다른 상권 달리 만남의 장소뿐만 아니라 클럽문화

러 점포 특성과 상권의 성장도 차이가 있으므로 홍

와 예술적인 장소로써 방문객에게 강한 영향을 주

대앞상권, 상수상권, 연남상권, 서교상권에서 음식

고 있다(신정란·최창규, 2010). 기존상권인 홍대앞

점의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

상권은 1990년대 중반 형성되어 오랜기간 동안 안

여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정화되었고, ‘홍대’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방문객 유

model)을 적용하였다.10) 콕스비례위험모형모형에

인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관광·음악·연예·

서는 시간가변변수를 제외한 변수가 시간에 관계

문화예술·디자인·출판·영상·IT에 이르기까지 다양

없이 폐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한지 비례위

한 업종이 혼합되어 상권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험가정(Test proportional hazards assumption)

(최유식·박성룡, 2021). 반면, 신흥상권은 2010년대

테스트를 수행하여 가정에 적합한 변수만을 사용한

형성되어 로컬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홍대앞

다.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는 위험비율이 1보

상권의 신흥인접상권이므로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

다 커지면 음식점의 폐업 위험이 커지고, 1보다 작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지면 음식점의 폐업 위험이 작아진다고 해석한다.
<표 3>은 4개 상권에서 모든 설명변수와 위험

<그림 4> 4개 상권의 폐업위험률 비교(위험함수)

비율을 요약한 결과11)이다. 홍대앞상권의 경우 시
간가변변수를 제외한 15개 변수 모두 비례위험가
정에 부합하였다. 먼저, 기존상권인 홍대앞상권에
서는 생존에 점포 특성이 중요하였으며, 점포특성
중 영업장면적, 주차, 프랜차이즈, 업종 변수의 영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변수의 위험비율
은 1.147로 주차장(주차시설)이 있는 음식점이 주
차장(주차시설)이 없는 음식점 보다 폐업 위험이
14.7% 더 높았다. 주차장(주차시설) 유무는 소비
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나

10) 설명변수의 안정화를 위하여 더미변수를 제외한 7개 변수를 로그변환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11) 콕스비례위험 테스트 결과 상수상권에서 ‘건물연면적’, 서교상권에서 ‘도로와의 거리’는 비례위험 가정에 부합하지 않았고, 연남상권과 서교
상권에서 ‘필지고저’는 평지로 동일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표 4>에 공란으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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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콕스비례위험모형 결과 요약(4개 상권)
홍대앞상권
변수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점포
특성

입지
특성

주차

상수상권

위험
비율

1.055 -0.071

0.152

0.931

-0.195 0.000*** 0.823 -0.325 0.000*** 0.723 -0.313 0.000*** 0.731 -0.029

0.739

0.972

0.137

P>Z

Coef.

P>Z

위험
비율

서교상권
P>Z

Coef.

위험
비율

연남상권

0.069 0.006*** 1.071

0.032** 1.147

1층 입점 -0.001

0.978

Coef.

P>Z

0.053

0.379

위험
비율

Coef.

0.182

0.212

1.200

0.021

0.844

1.021

0.297

0.052*

1.345

0.999 -0.097

0.464

0.907 -0.018

0.868

0.983 -0.024

0.875

0.976

프랜
차이즈

-0.580 0.000*** 0.560 -1.234 0.002*** 0.291 -1.114 0.000*** 0.328 -1.083 0.001*** 0.338

업종

-0.492 0.000*** 0.611 -0.672 0.000*** 0.511 -0.492 0.000*** 0.611 -0.475 0.003*** 0.622

도로
접면

0.147

0.190

1.159 -0.050

0.800

0.951

0.011** 1.734

0.473

필지
형상

0.004

0.956

1.004

0.163

0.413

1.177 -0.236 0.030** 0.790

0.022

필지
고저

-0.155

0.384

0.856

0.043

0.888

1.044

토지
이용

-0.001 0.002*** 0.999

0.001

0.240

1.001 -0.002 0.018** 0.998 -0.002 0.022** 0.998

0.958

0.097

0.268

1.102

0.001

0.977

1.001

지하철
거리

0.001 0.010** 1.001

0.000

0.949

1.000 -0.000

0.696

1.000

인구수

0.000

도로와의
-0.443
거리

0.176

0.936

0.551

0.043** 1.605
0.896

0.000

0.623

1.022

1.000

1.000 -0.000

0.961

1.000

0.008

0.216

1.008 -0.002

0.802

0.998

인구 종사자 수 -0.003 0.044 0.997 -0.005
경제 개별
0.001 0.021** 1.001 -0.002
공시지가

0.363

0.995

0.004

0.292

1.004 -0.001

0.675

0.999

0.324

0.998 -0.001

0.203

0.999 -0.000

0.898

1.000

Log
likelihood

-16167.907

-1957.2447

-3994.8551

-2122.3902

Chi2

222.04***

48.74***

72.68***

38.02***

N

18,942

2,870

5,767

3,313

*** p<0.01, ** p<0.05, * p<0.1

(신유진·최승두, 2014), 홍대앞상권의 경우 지하철

을 의미한다. 이는 입지선정부터 매장 관리, 교육에

2호선·6호선·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

이르기까지 본사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

근하기 쉽고, 주차장(주차시설)이 갖추어진 음식점

고,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 생존에 유리하다(김지

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아 생존에 불리하

은 2019; 정동규·윤희연, 2017). 한편, 일반음식점

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위

인지 휴게음식점 인지를 나타내는 업종 변수의 위

험비율은 0.560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비프랜

험비율은 0.611이며, 이는 일반음식점이 휴게음식

차이즈 음식점보다 폐업 위험이 44.0% 낮다는 것

점에 비해 폐업 위험이 38.9%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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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표적인 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의 높은 폐업

0.611, 서교상권 0.622로 나타나 신흥상권에서 일

률12)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음식

반음식점의 폐업 위험이 휴게음식점 대비 낮은 것

점과 휴게음식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류 취급 여

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수상권에서 폐업위험비율

부로 클럽, 인디밴드 등 놀이문화 발달과 젊은 층이

은 상대적으로 낮은 0.511로 나타나 주위의 경쟁

주로 찾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류취급이 음식점의

상권 대비 상수상권에서 커피숍으로 대변되는 휴게

생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입지

음식점의 경쟁력 하락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성 중 도로와의 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주차 변수는 서교상권에서 폐업위험비율 1.345로

않았으며, 지하철과의 거리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

주차장(주차시설)이 있는 음식점의 폐업위험이 34.5%

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가 오를수록 폐업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나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

입지특성의 경우 도로접면 변수는 연남상권과

였다. 이는 지가의 변동이 임대료의 변화를 가져올

서교상권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필지형상은 서교상

수는 있으나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어렵고, 임

권에서만 중요한 생존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로접

대시장은 임대료, 보증금, 권리금 등 복합적인 요인

면 변수는 연남상권 1.734, 서교상권 1.605로 대

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구수

로에 위치한 경우 폐업위험이 각각 73.4%, 60.5%

와 종사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높았다. 음식점의 분포변화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로 나타났다.

양화로 주변에 음식점 개업이 집중되고 양화로 위

3개 신흥상권의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결과는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개업밀도가 높지 않아 통계

다음과 같다. 먼저, 점포특성이 신흥상권에서도 상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필

대적으로 중요한 생존요인으로 나타났다. 영업장면

지형상 변수는 연남상권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적 변수의 폐업위험비율은 상수상권 0.723, 연남상

하였는데 위험비율은 0.790으로 정방형인 경우가

권 0.731로 나타나 영업장면적이 커질수록 폐업위

정방형이 아닌 경우보다 폐업위험비율이 21.0%

험이 낮아졌다. 이는 기존상권과 신흥상권 모두 유

낮았다. 이는 연남상권에서 토지의 형상이 보행의

의미한 결과로 자영업체의 공통적인 생존요인임을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음식점 접근성에 영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변수의 폐업위험비율

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이용 변수

은 상수상권 0.291, 연남상권 0.328, 서교상권

의 페업위험비율은 연남상권, 서교상권 모두 0.998

0.338로 유사하나 홍대앞상권 0.560 대비 낮아 신

로 이는 상업지인 경우 폐업위험비율이 다른 용도

흥상권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상대적으로 생존

에 비해 0.2% 낮은 것을 의미하며 생존을 좌우하

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

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접근성 측

정화가 덜된 신흥상권에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생존

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는 도로와의 거리, 지

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업종 변수

하철과의 거리는 이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의 경우 폐업위험비율은 상수상권 0.511, 연남상권

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12) 2018년 커피전문점 폐업률은 14.1%로 치킨집 폐업률 10%보다 높았다(조선비즈, “카페 폐업률 14%, 치킨집 보다 높대요”, 20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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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개 상권 주요 변수의 폐업위험률 비교

홍대앞상권

상수상권

연남상권

서교상권

최근 접근성에 관한 차이가 스마트폰 앱 활용과 소

상권과 이동·확대된 신흥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간

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많은 부분 해소되

생존율과 폐업 위험률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점포

었고,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이러한 변수들에

특성, 입지 특성, 인구·경제 특성이 음식점의 폐업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역일 가능성이 있다.

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서 서울시 마포구

한편, 인구·경제 특성 변수인 인구수, 종사자

개·폐업 인허가자료를 활용하여 총 6,779개의 음

수, 개별공시지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점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생존분석

<그림 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만 표현
하고 있다.

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상권인 홍대앞상권, 신흥상권인 상수
상권, 연남상권, 서교상권에 속한 음식점의 생존함
수를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방법으로 추

Ⅴ. 결론과 시사점

정한 결과에서는 4개 상권에서 평균 생존율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홍대앞상
권과 신흥상권인 상수상권, 연남상권, 서교상권이
홍대상권이라는 초대형상권으로 인식되고, 각 상

이 연구는 음식점의 폐업 위험은 상권의 공간적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권이 골목상권이라는 공간적인 유사성을 보이는

상권의 공간적 확산에 따른 상업시설 생존율과 생존요인 비교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넬슨-알렌 해저드(Nelson-

내 상업시설의 생존에 점포 특성은 대체로 공통적

Aalen hazard) 방법을 활용하여 4개 상권에서 시

인 요인이었으나 입지특성의 영향은 기존상권과 신

간의 증가에 따른 폐업 위험률을 비교하였다. 그

흥상권의 상업시설에 각기 달랐다. 이는 자영업의

결과 홍대앞상권이 영업기간 내 상대적으로 완만

생존율을 높이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점포 특성에

한 변동을 보였다. 기존상권인 홍대앞상권은 1990

두되 상권이 성숙되는 시기에는 점포를 둘러싼 환

년대 중반 형성되어 ‘홍대’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비공간의 차원을 넘어 관광, 문화예술이 어울어

셋째, 이 연구의 결과는 자영업에 대한 일반적

진 복합적인 공간이다. 반면, 2010년대 형성된 신

인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상권의 성숙정도와 확산

흥상권은 홍대앞상권의 일종의 위성상권이며 상수

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상권과 연남상권의 경우 트렌디한 골목상권이 중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점포와 특정

심이 되어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

입지 수준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지원정책

다음으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은 점포 자체와 점포 주변의 입지 특성 뿐만 아니

hazards model)을 통해 각 상권에서 생존에 영향

라 상권의 탄생, 성장, 성숙, 쇠퇴라는 생애주기를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존상권과 신흥상

고려한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보다 절실

권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4개 상

함을 제시한다.

권 모두 입지 특성이나 인구·경제 특성보다는 점포

넷째,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상업시설이 생존

특성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특히, 프랜차

에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 의

이즈 변수와 업종 변수가 각 상권에서 폐업 위험에

하면 프랜차이즈 여부는 기존상권보다 신흥상권에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서 폐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업종의 경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

우 신흥상권 중 상수상권에서 폐업위험에 미치는

고자 한다. 첫째, 단변량 분석인 카플란-마이어 분

영향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라면 프랜

석에서는 기존상권과 신흥상권의 생존율에 차이가

차이즈 활용과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 상권의 생애

있다고 볼 수 없었지만 시간을 고려한 넬슨-알렌

주기를 고려하여 한다. 유명한 브랜드의 프랜차이

해저드(Nelson-Aalen hazard) 분석에서는 영업

즈라 할지라도 상권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더 큰

기간동안 기존상권에 위치한 음식점의 폐업위험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유망한 상권이더라도 업종

변동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과 프랜차이즈가 점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간

는 예비창업자가 기존상권에서 안정적인 수요의

과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폐업 위험에 노출될 수 있

이점을 취할 수도 있지만, 신흥상권에서 새로운 시

다. 한편, 각 상권에서 프랜차이즈의 폐업위험이

도를 통해서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프랜차이즈보다 낮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

둘째, 다변량 분석인 콕스비례위험모형에서상권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지은, 2019;

의 공간적 확산과 변화에 따라 생존에 영향을 미치

정동규·윤희연, 2017).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지자

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존 상권과 신흥상권

체가 소규모 비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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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출 수 있도록 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하여 서로 협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상업시설의 생존

력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 운영을

에는 점포특성, 입지특성 외에 임대료와 인건비와

위한 교육과 사후적인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

같은 경제적 요소나 상권 내에서 경쟁관계 등이 중

음을 보여준다.

요하게 작용하지만 자료구축의 어려움으로 이를

다섯째,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상권과 신흥상권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상권 형성 초기 단계에

모두에서 점포 특성이 생존에 중요하였으며 지하

서 권리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으로 조기 폐업하는

철과의 거리, 인구수, 종사자 수는 그 영향력이 작

경우가 있어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 셋째, 프랜

거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예비창업가나 점포

차이즈는 규모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규모별 위험

를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율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

이 반드시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같지 않다는

서는 역사기 길고 규모가 큰 브랜드만을 프랜차이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접근성이 좋지

즈를 한정하여 추가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를 등

않아도 점포 자체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나 유동인

급화 하는 등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에 따라 상업시설의 생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
목하고 차별성 있고 매력적인 상업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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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악취관리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 마곡 스마트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임완수*·김경태**·조병우***

A Study of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Odor Management
Using Community Mapping
- Focusing on Magok Smart City Case Wansoo Im*·Kyungtae Kim**·B. Shine Cho***
1)

요약：악취는 대표적인 감각 공해 요인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악취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제어하려고 하지만 객관
적인 측정 자료는 냄새 유발 요소의 조합, 냄새를 맡은 시점의 기후 및 환경 등에 따라 바뀌는 악취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서울시는 미래의 도시 생활 악취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을 공공환경시
설의 악취관리 강화방안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도 만들기 과정을 통
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소통을 이끌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총체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커뮤니티매핑이 서울시가 내세우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다. 이를 위해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의 하나로 수행된 “냄새 커뮤니티매핑 리빙랩” 사례인 커뮤니티매핑이 악취
관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특히, 마곡 스마트시티의 거주자, 주변 지역으로의 통근자·통학자, 그리
고 지자체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같은 시민의 냄새 커뮤니티매핑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집된 주관적,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
로, 커뮤니티매핑을 통한 주민참여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악취관리의 가능성을 도출한 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커뮤니티매핑, 악취관리, 주민참여,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ABSTRACT：An unpleasant smell is a type of sensory pollution. Korean EPA established a standard to
control the unpleasant smells. Nevertheless, the standard consisting of objective measurement is
inadequate to reflect the subjective sensory uncomfortableness about the odors that change frequently
due to the combination of the odor sources, the climate and environment of the moment of sniffing.
Therefo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rges to establish a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for odor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how community mapping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odor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Magok Smart City Odor Management case. Particularly, this
study presents how to analyze how citizens, e.g. residents, commuters and stakeholders,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mapping based odor management and possibl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odor measurement data. Consequently,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invigorating participatory odor management through community mapping
KeyWords：Community mapping, odor management, public participation, smart city, living lab

* 테네시주 머해리 의과대학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Meharry Medical College); (사)커뮤니티매핑센터 대표(Director, Community
Mapping Center)
** 테네시주 교육부 데이터분석관(Data Analyst, Tennessee Department of Education)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bshine247@konkuk.ac.kr, 02-450-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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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
다 악취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악취를 정량적으로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

악취는 자극적인 물질이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

째, 악취는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발생한다. 민원

함을 주는 대표적 감각 공해이다(조용모·진정규,

이 접수된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2017). 대기오염의 하나로 관리되던 악취는 2005년

의 시차로 인해서 정확한 악취 측정이 어렵다. 셋

악취방지법의 시행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계기

째, 악취의 정도는 온도와 습도 같은 주변환경과

를 맞이하였다. 동 법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같은 수준의 악취요인이

1차 국가악취방지종합시책(2009~2018)이 수립되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었고, 최근에는 지난 10년간의 정책 활동을 반영

악취의 정도가 달라진다.

한 제2차 국가악취방지 종합시책(2019~2018)이

이처럼 악취의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는 점, 그

수립·시행되었다. 또한, 환경부(2020)는 2020년 1월

리고 공해의 정도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달

13일 기준으로 전국 12개 도시의 44개 지역을 악

라지는 점으로 인해 악취방지 정책은 측정기술의

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개발과 갈등관리라는 두 가지 방향을 추구해야만

(2019)에 따르면 악취 민원 접수 건수는 2001년

한다. 환경부(2018)의 제2차 국가악취방지 종합시

2,760건에서 2018년 32,452건으로 열 배가 넘게

책(2019~2018)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증가하였다.

을 활용한 센서·네트워크를 접목한 과학적 악취관

서울은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나 축산

리, 적극적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동시에

단지 등이 존재하지 않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시 공공시설의 악취관리를

곳은 없다. 하지만, 공공환경시설이나 하수구에서

위해서도 시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과제로 제안되었다(조용모·진정규, 2017).

예를 들어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공공시설 악취관리

커뮤니티매핑은 과학적 악취관리와 시민참여형

강화방안(조용모·진정규, 2017)에 따르면 악취 민

악취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원은 여름철 물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

주목을 받고 있다(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생하였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2020).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대기화학팀(2014)은 하수 악취에 대한 서울 시민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민참여형 마곡 스

불만 제기는 2012년 기준 전체 3,135건 중 2,443건

마트시티 냄새 커뮤니티매핑 사업’ 사례 분석을 통

(78%)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해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악취관리의 가능성과

정부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한계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를 수행하였으나, 악취 문제가 가지는 여러 특성으

통해 악취관리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커

로 인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환경부,

뮤니티매핑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조사하

2018). 첫째, 악취는 감각 공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였다. 이어, 마곡 스마트시티 냄새 커뮤니티매핑 사

민감도가 다르다. 환경부령은 객관적인 악취 관리

례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악취관리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악

악취발생물질의 특별관리와 공공수역에서의 악취관

취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리 의무(제15조, 제16조)를 명문화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환경부 대기보전국은 2007년 악취관리 업
무편람을 작성하여 악취와 관련한 관리 방법을 제
시하였고, 2008년 제1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09~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2018)을 발표하였다. 초기 악취방지 정책은 악취배
출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술
적·제도적 선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또한,

1. 악취관리정책의 개요

2015년에는 12월 1일 자 악취방지법 개정(법률 제
13531호) 제16조의3 생활악취 관리 조항을 신설하

1991년에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는 악

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자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취를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

생활악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지원의 근

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

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1월 7일

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

부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특별

4262호)로 정의하고 악취 물질을 대기오염 물질의

시조례 제6102호)를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

하나로 간주하였다. 또한,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울연구원은 서울시 생활악취의 최소화(조용모·최유

소각금지 및 제30조 생활악취의 규제를 중심으로

진, 2013) 및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조용모·진정

악취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는 1996년에 시

규, 2017)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행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

이러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관련된

3301호)를 통해 악취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 상태로 규정하였다.

에서 제공하는 악취 민원 발생 현황(그림 1)에 따

2005년 악취방지법(법률 제7170호)의 제정은

르면 악취와 관련한 민원 접수 건수는 2001년

악취를 대기오염과 별도로 취급하고 체계적 악취

2,760건에서 2018년 32,452건으로 약 11.7배나

관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악취를 발생시키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생활환경악취

는 오염물질이 다양하고, 발생과 소멸의 특징이 일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의 민원 발생

반적인 대기오염물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 법은

(24,748건)과 비교해도 40% 이상 증가하였다. 악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

취 발생과 관련한 피민원업소의 수도 2001년

무를 정하고(제3조), 악취 규제가 필요한 악취관리

1,626개 업체에서 2018년 9,854개 업체로 약 5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며(제6조), 악취 배출허용 기

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

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동시에, 시·도가

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며,

조례를 통해 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통계정보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있도록 하였다(제7조). 또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화학팀의 연구(김

규제와 방지조치(제8조, 제10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영두 외, 2014)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악취 민원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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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 악취 민원 발생 현황 (2001~2018년)
출처: 환경부, 2020, 환경통계포털(stat.me.go.kr). 접속일 2020. 10. 4

2010년 483건, 2011년 485건, 2012년 481건으

학적 오염물질 측정방법 등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

로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용한 악취 감시 기법을 도입하는 것과 지자체·주

2017년에 발표된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는 서울시

민·기업 등 악취 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공동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시기 동안 총 693건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고 차이를 극

(2010년 197건, 2011년 253건, 2012년 243건)

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정

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2018년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2019-2028)을 수립하여 지난 1차 시기의 정책추
진방안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
다(<그림 2>).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과 이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 전환을 추구한다
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악취방지 기술지원 및 악
취 진단을 통한 다양한 악취개선 노력에도 불구하
고 민원은 지속해서 증가했다는 점에서 악취배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 구조가
가진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특정 시점에
집단으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의 특성상, 민원 접수
후 담당 공무원 현장투입이라는 대응방식은 악취
발생을 감시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드러났
다. 이를 바탕으로 센서, IoT, 시료자동채취장치를
결합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과 드론, 분광

<그림 2>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비전 및 목표
출처: 환경부(2018)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악취관리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2. 커뮤니티매핑을 통한 악취관리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커뮤니티매핑센터는 9단계 커뮤니티매핑 프로

커뮤니티매핑은 제2차 악취관리 종합시책이 내

세스를 통해 표준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다(커뮤

세우는 신기술의 활용(<그림 2>, 분야 III)과 적극적

니티매핑센터, 연도미상). 첫 번째 단계는 시민인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그림 2>, 분야 IV)라

지 단계로 지역전문가, 사회문제 전문가, 지역공동

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민참

체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커뮤니티매핑 대상 지역

여형 과학적 악취관리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

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가능성을 가진다. 커뮤니티매핑은 지역공동체의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자료는 문제를 잘 알지 못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도 만들기 과정을 통해 지역

하는 시민들을 교육하고(2단계), 추후 커뮤니티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핑 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3단계) 쓰인다.

관심과 참여, 소통을 이끌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시민참여가

한 공동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총체적인 과정을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시민참

의미한다(임완수, 2013, 2014, 2015). 이는 시민

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시민의 집단지성이

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ublic participation GIS,

발휘되는 단계로 공공데이터가 제공하지 못하는

PPGIS)이라는 연구분야를 기반으로 발달하였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이는 일반 대중이 다양한 유형의 지리정보기술을 활

섯 번째 단계는 모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작업이다.

용하여 지도만들기나 의사결정과 같은 공공절차에

시민이 직접 데이터 분석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Brown and Kyttä, 2014;

전문가의 분석에 의존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단

Tulloch, 2008). 1996년 미 국립 지형 공간 정보

계는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이 당면한 문

분석 센터의 연례회의에서 지리정보 기술을 활용해

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일곱 번째 단계에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는 이를 정책의 언어로 바꾸어 지역을 위한 정책을

처음 등장한 이 용어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도입되

제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었으며 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articipatory GIS,

역량강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덟 번째 단

PGIS)나 자원활동 지리정보시스템(volunteered geo

계와 아홉 번째 단계는 지역의 커뮤니티매핑 활동

-graphic information, VGI)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을 통해 모인 자료와 정책제언은 지역을 넘어 더

소개되었다(Brown and Kyttä, 2014; Goodchild,

큰 범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7; Sieber, 2006). 국토연구원이 도시계획과정

커뮤니티매핑은 효율(efficiency), 효과(effecti

에서 GIS를 활용한 주민참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veness), 교육(education), 평등(equity), 참여와

연구(서기환 외, 2008)를 수행하면서 한국에도 소

소통(engagement), 역량강화(empowerment)라

개되었다.

는 여섯 가지 기대효과를 가진다(임완수, 2013; 정

커뮤니티매핑은 2013년 사단법인 커뮤니티매핑

수희·이병민, 2014).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참여

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커뮤니

활동은 기존의 시민참여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

티매핑 센터는 커뮤니티매핑의 개념과 운영방식을

킨다. 또한, 지도만들기를 위해 자료를 모으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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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커뮤니티매핑 수행모형
출처: 커뮤니티매핑센터, 연도미상, 내부자료

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모인

스스로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데이터를 통해 지역이 가진 문제와 이슈의 패턴을

는 역량강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화해서 지도의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원인을

커뮤니티매핑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커

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는 커

뮤니티매핑에 참여하는 과정은 참여자들을 대상으

뮤니티매핑 시범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자원지도를

로 지역의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학습할 수 있

구축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정수희·이병민(2014)

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커뮤니티매핑

은 커뮤니티매핑센터의 활동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의 당

매핑이 지역자산조사 및 공유, 지역 문화, 역사, 관

면 문제를 새롭게 알게 하는 교육의 효과도 있다.

광, 생활, 교통 및 안전, 장애인 및 노약자 접근성,

커뮤니티매핑은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함으로ㅆ 평

보건, 복지 및 건강, 생태 및 환경, 재난 방지 및 관

등한 정보접근권을 부여하며, 참여를 통해 소외계

리, 초중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될 수

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 평등한 커뮤니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안전

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커뮤니티매핑은 문제

지도 구축(조민상, 2019), 재난 안전관리(이종훈

해결형 참여 활동으로 참여자들은 문제를 파악하

외, 2019), 환경보호(구순옥·남상준, 2019), 문화재

는 단계부터 해결책을 마련하는 단계까지의 전 과

(전종민, 2014)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커뮤니

정에 깊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도를 만들어가는

티매핑 활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커뮤

과정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은 물론 이해당사자들과

니티매핑활동이 참여자들에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책결정자들과의 소통을 이끌어 갈등을 줄이고

새롭게 하는 교육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연구들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

이 수행되었다(구순옥·남상준, 2019; 임완수, 2013;

며, 이 과정을 통해 지역구성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현은령·이수기, 2014).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악취관리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커뮤니티매핑 활

‘주민참여형 마곡 스마트시티 냄새 커뮤니티매핑 사

동이 진행되었다. 커뮤니티매핑센터는 2019년 마

업’(이하 ‘냄새 커뮤니티매핑 사업’)을 단일 사례로

장동 축산물시장 일대의 악취와 환경문제 해결을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는 실험, 설문조사,

위한 커뮤니티매핑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

문헌 분석 등과 같은 사회과학연구 방법 중 하나다

환경공단은 성남시와 함께 “시민과 함께 악취다운

(Berg and Lune, 2012; Outhwaite and Turner,

(Down)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기획재정부·한

2007; Yin, 2014). 사례분석을 연구 방법론이 아닌

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하지만, 악취문제를 해

연구의 유형 중 하나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결하는 데 있어 커뮤니티매핑이 어떻게 활용될 수

(Bogdan and Biklen, 2003; Hagan, 2018), 인식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

론에 근거하여 최근의 현상·사건의 의미를 깊이 파악

다. 제2차 악취관리 종합시책(환경부, 2020)은 “획

하는 모두를 아우르는 방법론(Yin, 2014)이라고 설

일적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악취배출원 관리, 실험

명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를 사회과학연구

실·관능법에 의한 악취 측정, 비전문적 갈등관리,

방법론의 하나로 인정하는 입장에 근거하여, 단일 사

협의체 관리기반 부실, 민원, 협의체 구성 등에 관

례 연구(single-case, holistic design)를 수행하였

한 서류적 관리”라는 기존의 악취관리 시스템을

다. 단일 사례 연구는 1) 연구가 다루는 이론과 밀접

“수용체의 악취 피해수준을 고려한 악취 배출원관

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critical case), 2) 평소에 찾

리, ICT 기술,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악취 측

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사례의 경우(unusual case),

정·관리, 전문적이고, 법적 이행력을 가진 협의체

혹은 3)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성화, 전자시스템을 통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

사례의 경우(common case), 4) 연구자가 새롭게

의체 관리”로 변화하고자 한다. 과연 커뮤니티매핑

접근할 수 있게된 사례의 경우(revelatory case), 그

의 활용은 제2차 악취관리 종합시책이 추구하는 변

리고 5) 종단연구의 경우(longitudinal case)에 그

화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 할 수 있을까? 이

효과가 극대화된다(Yin, 2014, pp. 51-53).

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를 위해 ‘냄새 커뮤니티매핑 사업’ 사례
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악취관리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그 사례를 많

Ⅲ. 연구의 범위 및 절차

이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제2차 악취관리
종합시책이 추구하는 수용체의 피해 수준을 고려
한, 그리고 ICT기술을 활용한 악취관리 방식을 잘

1. 마곡 스마트시티 사례연구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이며,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마곡 스마트시티이다.

가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곡 스마트시티의

2019년 7월 10일부터 12월 13일에 걸쳐 2019년도

악취 문제가 서울시가 당면한 물재생센터 악취 문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제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조용모, 2017)도 단일

45

46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2호 2021. 6

사례연구 방법론 선정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사전 자료수집 차원에서 기존의 데이터 수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데이터로는 악취와

2. 마곡 스마트시티 냄새 커뮤니티매핑의 절차

관련이 있는 토지이용정보, 기후정보와 함께 마곡지
역에서 발생한 악취 관련 민원 정보를 수집하였다.

커뮤니티매핑 센터가 제시한 9단계 수행모형은

다음으로 마곡지역의 악취와 관련한 사전 조사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연구 수행

차원에서 마곡주민 및 통근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에 앞서 마곡 스마트시티 냄새 커뮤니티매핑의 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지리정보시스템

여 주체와 진행 순서를 확인하였다. ‘냄새 커뮤니

(GIS)을 활용하여 응답자가 평소 악취를 맡았던 지

티매핑’은 마곡 스마트시티의 거주자, 주변 지역에

점을 지도 위에 표시하고 각 냄새의 특성에 대한 정

의 통근자·통학자, 그리고 지자체 및 지역의 이해

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1> 참조).

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커뮤니

사전 설문에는 총 137명(남: 48, 여:74)이 응답

티매핑을 통한 악취관리 리빙랩은 크게 자료의 1)

하였고, 썩은/메스꺼운/찌린 냄새에 대한 불만이

수집, 2) 관리, 3)시각화, 4)분석 활동으로 구성되

80건 파악되었다. 악취는 6월에서 8월 사이, 그리

어있다. 자료의 수집은 악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6시 사이에 주로 발생

기존 데이터의 수집, 설문조사, 그리고 현장 워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남 물 재생센터

숍을 통해 수집된 주관적 악취 정도와 휴대용 냄새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는 응답이 25건 접수되었다.

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객관적 냄새요인 정보 수집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커뮤니티매핑을

<표 1> 악취 측정 변수
구 분

변수 종류

주관적
측정결과

- 위치설명(거리 이름, 장소 설명 등)
- 위치 구분(일반측정지역/냄새발원지역)
- 측정위치의 잠정 악취배출원(음식점, 하수정화조, 세탁소, 찜질방, 농경지퇴비, 자동차정비소, 쓰레기, 고물상, 인쇄시
설맨홀, 축산시설, 공장, 음식물쓰레기, 페기물매립, 하루종말처리, 정화조, 배수고, 맨홀, 하수관거, 기타)
- 측정위치 주변 잠정 악취배출원(음식점, 하수정화조, 세탁소, 찜질방, 농경지퇴비, 자동차정비소, 쓰레기, 고물상, 인
쇄시설맨홀, 축산시설, 공장, 음식물쓰레기, 페기물매립, 하루종말처리, 정화조, 배수고, 맨홀, 하수관거, 기타)
- 배수구/맨홀 여부(열려있음, 닫혀있음, 막혀있음)
- 측정위치 주변 토지이용 정보(주택가, 상가, 오피스, 공장, 음식점, 버스정류장, 전철역, 녹지 및 공원, 개천가, 공터, 기타)
- 음식점의 종류(고기굽는집, 빵집, 일반음식점, 카페, 기타)
- 냄새 유무(좋은냄새, 악취, 잘모르겠음)
- 냄새 종류(향기, 신냄새, 썩은냄새, 타는냄새, 구수한냄새, 메스커운 냄새, 찌린내(염소), 기타)
- 냄새 정도(약간, 조금, 조금강함, 강함, 아주강함)
- 악취 정도(무취, 감지악취, 보통악취, 강한악취, 극심한악취, 참기어려운 악취)
- 측정 위치에 대한 서술

객관적
측정 결과

- 위치(위도, 경도)
- 악취요인의 농도(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유화합물)
- 기후정보(온도(℃), 습도(%), 풍향, 풍속, 기압

측정자/상황

성별, 연령, 측정 날짜, 측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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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본격적인 악취 정보 수집 활동의 계획 수립에

리과 및 물관리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커뮤니티

사용되었다.

매핑센터가 자체 개발한 도구이다. 측정기에는 황화

본격적인 악취관련 커뮤니티매핑 활동은 주민

수소, 암모니아, 휘발성 화합물을 측정하기 위한 센

워크숍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워크숍의 목적은 참

서가 탑재되어 있다. 이들을 활용한 워크숍에서 측

석자에게 마곡 스마트시티가 당면한 악취라는 문

정된 자료는 마곡 냄새지도(lab.odormap.city)를

제를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악취 측정기를

통해 지도와 대시보드의 형태로 일반 시민들에게

들고 지역 곳곳을 다니며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냄

제공되었으며, 추후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새와 측정기를 통한 객관적 측정결과를 동시에 입
력한 뒤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소감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1>은 측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종류를 보
여준다. 냄새에 대한 주관적 측정 결과는 냄새측정
위치, 측정지점 및 측정지점 주변의 잠재적 악취오

Ⅳ.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악취관리 사례 분석

염원, 냄새의 유·무, 냄새의 종류, 악취의 정도 등을
포함한다. 측정기와 매플러 앱을 통해서 객관적으

1. 악취 커뮤니티매핑 워크숍

로 측정되는 정보는 위치(위도, 경도), 악취요인(황
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 화합물)의 농도, 온도, 습

워크숍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워크숍

도, 풍향, 풍속, 기압 등이다. 또한 측정자 및 측정

과정에서 심야 및 새벽 시간에 악취가 심하다는 시

일시에 대한 정보도 수집되었다.

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야/새벽 시간을 포함한

측정 데이터의 입력에는 매플러 모바일앱

보완 측정을 수행하였다(<표 2> 참조). 워크숍을

(MapplerK2)을 사용하였다. 매플러는 VERTIC

통해 총 125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총 1,720건의

ES, LLC가 개발한 온라인 크라우드 소스 기반의 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수집된 객관

리정보입력시스템으로 다양한 커뮤니티매핑 활동에

적, 주관적 냄새 자료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온

사용되었다. 휴대용 악취 측정기는 강서구청 환경관

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고, 마곡 냄새지도

<표 2> 워크숍 수행 일정
종류

1차
워크숍

2차
워크숍

3차
워크숍

4차
워크숍

5차
워크숍

심야/새벽 포함한
보완 측정

일시

10월 5일(토)
10:00~12:30

10월 8일(수)
16:30~18:30

11월 9일(토)
10:00~12:00

11월 22일(금)
12:20~14:00

12월 5일(수)
14:00~16:00

19시~
(+)9시

마곡나루역서울식물원서남물재생센터

마곡 중학교
인근

마곡 지구
전역

마곡 지구
전역

16명

51명

8명

11명

측정 지역
참여 인원

마곡나루역서울식물원- 마곡역-농산물시장
서남물재생센터
25명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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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dormap. city)를 통해 공개되었다.

각이 된다”, “한 달이라도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

워크숍에 참석한 시민들의 후기는 커뮤니티매핑

을까 한다”, “앞으로 냄새에 많은 관심이 생길 것

활동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잘

같다”는 등 커뮤니티매핑 활동 자체가 가지는 효과

보여준다. 악취 커뮤니티매핑을 마친 후에 제출한

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여름

소감문은 “다양한 냄새가 있고, 지역별로 냄새가 다

에도 진행하게 되면 좋겠다”, “저녁 8시 쯤부터 새

르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다”, “더울 때 냄새가

벽까지 악취가 심하게 난다. 이 시간대에 데이터 측

많이 나는 편이다”, “물가에서 생각보다 많은 냄새

정이 필요하다”, “재생물센터에서 가장 냄새가 많

가 났다”, “남향인 집에만 살아와서 그런지 주변에

이 나는 시간에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등 악취

서 이야기하는 냄새 문제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었

커뮤니티매핑 활동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는데, 이번에 냄새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해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커뮤니티매핑의 문

등과 같이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참석자들이 지역의

제해결능력 제고 효과도 잘 보여주고 있다.

악취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경험을 했다
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
<그림 4> 마곡 냄새 지도
출처: 마곡 냄새지도(lab.odormap.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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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를 활용한 악취 요인 분석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와는 별개로 수집된
냄새 자료 위에 정부가 제공하는 오픈데이터를 통

워크숍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마곡 냄새 지도

해서 수집된 기후정보와 토지이용 정보를 겹쳐 표

(lab.odormap.city)를 통해 지도와 대시보드의 형

시하는 방식으로 지도위에 냄새 정보를 시각화하

태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냄새 지도 <그림 3>

였다. 이는 지도 위에 서로 다른 두 변수를 가진 레

은 마곡 스마트시티 안에서 수집된 자료를 좋은 냄

이어를 층층이 쌓아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새, 나쁜 냄새, 잘 모르겠음.

다. 이를 위해서 주관적 냄새측정 결과가 토지이용

냄새 없음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또
한, 악취 민원 접수 지역을 동시에 표시해 주고 토

구역, 음식점 위치, 폐기물 관련 시설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 분석하였다(<그림 5>).

지 이용계획도 레이어를 추가해 주관적 악취와 토
지사용방식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게 구성되었다.
대시보드<그림 4>는 작게 표시된 지도와 함께
날짜, 시간, 측정자 성별, 측정자 연령대, 온도와

3. 주요 측정변수를 활용한 통계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습도, 냄새의 정도, 악취의 정도, 냄새의 종류, 주
변에 냄새날 만한 곳, 냄새 설명과 같은 주관적인

마곡스마트시티 냄새 커뮤니티매핑 사업에서는

냄새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황화수소, 암모니아,

워크숍을 통해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실시하였다. 그 결과물은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해

<그림 5> 마곡 냄새지도(대시보드)
출처: 마곡 냄새지도(lab.odormap.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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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도를 활용한 냄새 요인분석
출처: 커뮤니티매핑센터, 2020,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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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가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

<표 3> 주관적 악취 요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위: 비표준화 계수(표준오차)

여주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마곡스마트시티 냄새 커뮤니
티매핑 사업에서는 수집된 자료로 통계 분석이 가
능했다는 점이다. 수집된 자료는 악취요인 정도(암

변수
TVOC
온도

모니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습도), 서울시 기상관

전체 측정
데이터
0.01
(0.00)
0.02
(0.01)

야간 측정
데이터
0.02
(0.01)

주간 측정
데이터
-

-

0.04
(0.01)

습도

-

0.01
(0.01)

-

토지 이용정보 및 지리원에 등록된 비지니스 위치

대기압

-0.03
(0.01)

-

-0.03
(0.01)

(가축 산업, 미용 산업, 커피/제과, 음식/식당, 폐기

-1.8e-4
(4.7e-5)

-2.8e-4
(8.1e-5)

-

물, 폐기물처리장과의 거리), 그리고 마곡지역의 공

폐기물
처리장과의
거리

기오염 측정자료(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및 측

초기값

정 참석자가 느끼는 악취의 정도 등의 정보를 수치

n
F
r²
adj.r²

26.59
(7.84)
717
13.33
0.07
0.06

0.03
(0.22)
231
14.25
0.16
0.15

35.13
(9.46)
486
17.54
0.07
0.06

측 데이터의 정보(온도, 바람속도, 기압), 마곡지역

화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악취방지 사업들이
하지 못했던 실증적 통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통계분석이 보여준 두 번째 가능성은 분석의 결
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냄새에 대한 내
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주1: p < .05
주2: 단계적 회귀분석에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는 암모니아, 황화수
소, PM10, PM2.5가 포함되었으나 단계적 회귀분석 단계에
서는 주관적 냄새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기 때문
에 연구 결과표에서는 누락되었다.

활용한 상관분석과 통계분석은 총휘발성유기화합
물(TVOC) (r = .12, p < .01), 암모니아(NH3) (r
= .10, p < .01), 온도 (r = .18, p < .01), 대기압
(r = - .15, p < .01), 폐기물 처리장과의 거리(r =
- .10, p < .05)와 같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
취요인들이 측정자의 주관적 악취강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압이 낮아질수록, 폐기물처리장과
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TVOC 농도가 높을
수록 주관적 악취를 강하게 느낀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표 3> 참조).
통계분석의 결과는 밤과 낮에 따라 냄새의 정도
가 다르다는 마곡지역 거주민의 피드백이 사실이
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도 하였다. 밤 시간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231건)과 낮 시간의
데이터를 분리하여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풍
속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의 데이터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을 때만 주관적 악취 정도와 부적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r = - .16, p
< .05). 이들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밤동안 주관적
악취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습도가 높을수록,
폐기물 처리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TVOC의 농도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악
취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서 얻은 자료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한
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료의 신뢰성이
다. 측정 자료는 총 1,720건이었지만, 통계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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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717건(약 41.7%)에 불과하

드를 통해 관리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나 대

였다. 이는 참가자들이 수집된 측정결과 대다수가

시보드의 형태로 공유하였고, 외부 공공 데이터를

통계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동시켜 냄새와 다른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매핑에 참여하

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악취

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유효한 데이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도 가

터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능하게 하였다. 파일럿 프로그램과 같았던 마곡 스

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분석 모형의 한계이다. 이

마트시티 리빙랩 사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질

사업에서 수행된 통계 분석의 결정계수(r²)는 전체

적 문제로 통계분석에 잘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과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서는 0.07, 야간 측정데이터

분석 모형의 한계로 설명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

에서는 0.16으로 매우 낮게 나왔다. 통계자료를 수

은 한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집한다고 하더라도 냄새 요인과 악취의 관계를 분

수 있다면, 주민참여 활동을 포함한 과학적 악취 관

석하기 위한 좋은 분석모형을 준비하지 않으면 통

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계분석이 크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커뮤니티매핑은 제2차 악취관리 종합시책이 내
세우는 신기술의 활용과 이해당사자들의 공동활동
을 동시에 활용하는 시민참여형 과학적 악취관리
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 사업을 악취
관리 전반에 적용한다면 악취배출시설을 중심으로

Ⅴ. 결론

한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 구조가 가진 한계를 극복
하고, 민원 접수 후 담당공무원 현장투입이라는 대
응방식이 가지는 악취발생 모니터링의 비효율성을

이 연구는 주민참여형 마곡 스마트시티 냄새 커
뮤니티매핑 사업 사례를 통해 냄새 문제 해결을 위
해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마곡 스마트시티 냄새 커뮤니티
매핑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
며 휴대용 냄새 측정기를 이용한 주관적·객관적 냄
새 데이터측정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커뮤니
티매핑 워크숍은 참여한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악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길러주는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워크숍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악취관리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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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보어의 동네: 서울특별시 소재 레스토랑의 특징과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조아현*

The Omnivore’s Neighborhood: A Study on Restaurant Patterns and
Spatial Distribution in Seoul
Ah-Hyun Cho*

1)
요약：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레스토랑의 특징과 공간적 분포를 탐색하고, 레스토랑의 다양성이 거주민의 문화
자본에 영향을 받는지 검증한다. 현대 사회에서 옴니보어적 또는 코스모폴리탄적 취향은 두드러지는 형태의 문화 자본이
다. 에스닉 레스토랑은 다양한 이국적 음식에 관용적인 도시 엘리트의 취향에 부합한다. 이 연구는 첫째로, 방문객의 평가
점수와 요리법에 다양한 서울특별시 소재 레스토랑의 공간적 분포를 커널 밀도 분석과 핫스팟 분석을 통해 탐색했다. 둘째
로, 레스토랑의 다양한 요리별로 단계적 도형표현도를 제시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별 음식 경관을 비교했다. 마지막으로,
거주민의 문화 자본이 각 자치구의 레스토랑 다양성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평균 교육수준으로 측정된 거주민의
문화 자본은 레스토랑의 다양성 지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특정 장소에 매우 군집화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레스
토랑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문화적 자원이다. 에스닉 레스토랑은 요리법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지역구
별로 다른 음식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레스토랑의 다양성은 지역 내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응한다.
주제어：레스토랑, 옴니보어, GIS, 커널 밀도 분석, 핫스팟 분석
ABSTRACT：This study explores restaurant patterns and spatial distribution in Seoul and examines
whether the diversity of restaurants is influenced by cultural capital of residents in the district.
Omnivorous or cosmopolitan tastes have been a distinguished form of cultur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Ethnic restaurants, among diverse urban amenities, coincides tastes of urban elites who are
particularly tolerant to various exotic foods. Firstly, this study explor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restaurants in Seoul, which are varied in terms of their visitors’ evaluation score and cuisines. Next, this
study compared foodscapes of each district in Seoul, presenting graduated symbol maps by different
cuisines. Lastly, the author examined whether cultural capital of the population affects the diversity index
of restaurants in the district. The result shows that cultural capital among residents, which is measured
by average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district significantly increases the diversity of restaurants. As
highly clustered in particular places, restaurants in Seoul are unequally distributed cultural resources.
Ethnic restaurants are generating different foodscapes in districts with their cuisine and geographical
location. The diversity of restaurants is corresponding to socioeconomic status of residents.
KeyWords：restaurants, omnivore, GIS, Kernel Density Analysis, Hot Spot Analysis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Dept. of Sociology, Ewha Womans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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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어 왔다고 기술한다. 일찍이 음식과 먹기의 사회
학적 의미를 조명한 앨런 비어즈워스와 테레사 케
일(박형신·정헌주(역), 2010[1997]: 89~95)에 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르면, 인간에게 먹기는 단순한 영양분의 섭취가 아
닌 고도로 복잡한 사회적 활동이며 특정한 문화의

현대 서구 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음식에 대한

관습과 범주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부

개방적 취향은 단순히 미각적 차원의 경험을 향한

착된 상징적 의미와 기호에 따라 사회적 계층화의

욕구를 넘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 민족적 정

표현에 활용된다. 레스토랑은 도시 이미지에 영향

체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관용으로 여겨진다. 세계화

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중

의 추세 속에서 서로 다른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지

요한 인재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거주 환경을 구성

닌 음식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이에 대한 수요는

한다(이길태(역), 2002: 273~277; 361~381).

꾸준히 증가해왔다. 오늘날 사람들이 레스토랑이나

한국 외식시장에서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은

카페, 호텔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조리된 음식의

매우 높다. 국내에서 외식 소비와 외국 음식 소비가

선택지는 매우 다양하며, 비교적 가까운 식당에서

활성화된 배경으로는 우선 1989년 1월 1일 해외여

낯선 외국 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에스

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이후 국내인의 외국 음식에

닉 레스토랑에서의 외식은 그 나라로의 여행을 대

대한 경험의 폭이 꾸준히 확장된 점을 들 수 있다

신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도 문화적인 실천이다

(김수철, 2018: 60~61). 국내 외식 산업이 1980년

(Peckham, 1998: 172; Möhring, 2008: 131).

대 형성되어 1990년대 고도로 성장하고 2000년대

일반적으로 오늘날 음식 소비의 형태는 집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에스닉 푸드 브랜드가 출범되는

의 요리와 식사에서부터, 마트에서의 장보기와 같

등 거대화·다양화된 점 또한(김수철, 2015: 96~

은 식재료의 구비, 그리고 집 또는 다른 사적인 장

97) 국내 소비자들의 외식 취향의 저변을 확대시킨

소에서의 식사, 음식 주문과 테이크아웃, 배달 등

주요 배경이다. 한편, 외국인과 관광객의 국내 유입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외식 소비는 현

본격화는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접촉을 증가시켰

대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한 인기를 얻고 있다. 통

다. 단일 민족성이 줄곧 지배적이었던 서울에서

계적 자료에 의하면, 서구 유럽에서 집 밖에서의

1990년대에 들어 급격히 나타난 이태원 특유의 다

식사 빈도는 지속적으로 눈에 띄게 증가해온 반면,

문화적 공간성(송도영, 2007: 101~107)은 이민자

집 안에서의 식사 시간은 감소했다(Warde et al.,

의 유입을 통해 낯선 외국의 음식문화가 국내 소비

2007; Healy, 2014).

자에게 유통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대표적

현대 사회에서 레스토랑은 문화적·사회적·경제

사례다.

적으로 풍부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조안 핑켈스타

외식 소비는 레스토랑이라는 공간과 분리될 수

인(박형신(역), 2019[2014]: 13~16)은 레스토랑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문화적 실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공간이며, 역사적으

이다. 그러나 레스토랑은 그 자체로 사회과학적 연

로 인간의 욕구와 감정, 정체성, 행동방식을 형태

구대상으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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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 현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장소라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는 특정 자치구에 다양한

사실이 본격적으로 주장된 것 또한 비교적 최근의

레스토랑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지역의 음식 경

일이며, 실증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은 더더욱 미흡

관은 다른 지역보다 다채로울 것이다.

한 실정이다. 그러나 에스닉 푸드에 대한 취향과 소

다만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로 국

비는 그 자체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연계되는 하나

한된다는 점에서, 레스토랑의 공간적 분포를 직접

의 문화 자본이라는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찰을 토

적인 접근성의 격차로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

대로 볼 때, 레스토랑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계가 따른다.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각 개인들이 실

문화적 자원으로서 충분히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제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외 다른 자치구 내 레스
토랑을 방문하는 일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질문에 관련된 서울특별시 레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스토랑의 공간적 분포만으로는 서울시 거주민들
사이의 외식 소비 기회의 불균형을 충분히 설명할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레스토랑(이하 ‘서

수 없다. 따라서 셋째로, 레스토랑의 자치구별 개

울특별시 레스토랑’이라 칭한다)을 연구대상으로

소수와 음식종류의 수를 토대로 하는 다양성 지수

한다. 이 연구에서 에스닉 레스토랑은 한식을 제외

가 해당 지역 거주민의 문화 자본에 의해 영향을

한 외국 음식 중에서도 중남미, 동남아시아, 서아시

받는지 살펴본다. 지역별 레스토랑의 다양성 정도

아, 북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등 지역의 전통음식

는 그 지역의 인구 특성, 즉 집단 차원의 문화 자본

즉 에스닉 푸드를 취급하는 레스토랑을 의미한다.

의 밀집에 의해 달라지는가? 만일 옴니보어적 음식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

경관이 거주민 집단의 문화 자본으로 인해 실질적

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9년 5월부터 6월이다.

으로 강화된다면, 외식 소비의 장소로서 레스토랑

레스토랑의 지리적 분포 특성은 외식 소비 기회

은 지리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된 자원이며, 그 패

에 대한 접근성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대변한다.

턴 또한 지역 거주민들 간의 사회적 불평등과 연계

이 연구의 중심이 되는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첫째, 서울특별시 레스토랑의 공간적 분포는

연구방법으로는 포인트 데이터의 공간적 분포

평가점수가 좋은 레스토랑과 그렇지 않은 레스토

를 비교하기 위해 커널 밀도 분석과 핫스팟 분석을

랑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평가점수가 좋고 사람들

사용했다. 음식종류별로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

에게 인기가 있는 레스토랑이 그렇지 않은 레스토

구에 소재한 레스토랑의 수를 시각화하기 위해 단

랑보다 특정 지역에 군집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면,

계적 도형표현도를, 자치구별로 산출된 레스토랑

서울시 거주민의 레스토랑에 대한 접근성이 불균

다양성 지수를 시각화하기 위해 등치지역도를 생

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 레스토랑

성했다. 거주민 집단의 문화 자본이 레스토랑의 다

의 상대적 분포는 음식종류별로 어떻게 나타나는

양성 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

가? 예를 들어 특정 자치구에 많이 집중된 레스토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랑은 그 지역의 음식 경관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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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질문을 위해 연구방법은 구체적으로 다

분석했다. 취향은 사회적 공간 속에서 개인들이 지

음과 같이 활용된다. 먼저, 블루리본 서베이 웹사

닌 서로 다른 자본의 양과 구성에 의해 배열된다.

이트에 등록된 전체 레스토랑의 주소지 정보를 바

그에 의하면 프랑스 상층 계급은 다른 계급의 취향

탕으로 커널 밀도 분석과 최적화된 핫스팟 분석을

을 저속한 것으로 폄하하고 자신들의 취향을 고상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내에서 인기 있고

한 것으로 가치를 부여하며 정당화함으로써, 상징

추천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과 그렇지 않은 레스토

적 지배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분석틀을

랑이 공간적 분포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

미국 사회에 적용하면서, 피터슨과 그의 동료들

다. 다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레스토랑을 이

(Peterson and Kern, 1996; Peterson, 2005)은

용해본 결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응

미국 사회의 엘리트들의 취향과 태도가 속물적 배

답한 소위 인기 있는 레스토랑을 소재 지역구와 요

제가 아닌 관용과 개방성에 가깝다고 보고하면서,

리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요리법에 따라 레스토

이들을 ‘옴니보어(omnivore)’라고 칭했다. 이 연

랑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단계적 도형표

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옴니보어와 옴니보어적 취

현도로 시각화한다. 총 8가지 요리법별로 작성한

향을 글자 그대로의 잡식 동물, 잡식성 입맛이라는

지도를 통해,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자치구를 기준

의미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 자본

으로 음식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한다. 마

의 한 형태로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문화적 생산

지막으로는 레스토랑의 수와 요리법을 토대로 다

물에 대한 폭넓은 기호를 지닌 개인들과 그러한 성

양성 지수를 산출하고, 이 레스토랑 다양성 지수가

향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한다.

집단 문화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옴니보어적 취향은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에 연계된 구별짓기의 한 방식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적 취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Bryson, 1996). 해외의 경험연구는 많은 사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회에서 중상 계층 구성원들이 그들이 소비하는 음
식에서 평범한 수준 이상의 다양성을 선호하며, 이
국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 취향을 즐긴다는 점을 관

1. 이론적 고찰

찰했다(예를 들어 Rössel and Schroedter, 2015;
Domański, 2017; Lindblom and Mustonen,

1) 문화 자본과 음식 소비

2019). 와드 외(Paddock et al., 2017; Warde

부르디외(Bourdieu, 2005[1979])는 문화적 취

et al., 2018)에 따르면, 영국에서 외식 소비는 점

향과 실천, 생활양식이 어떻게 사회 계급 및 계급

점 더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으며, 다양

분파별로 분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상세히 묘사했다.

한 레스토랑에서의 외식 경험 및 외식 빈도는 상층

그는 음악, 미술, 문학, 실내 인테리어, 패션, 음식

계급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위세를 구성하는 데

등에서 프랑스 시민들의 취향을 매우 광범위하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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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자본의 형태가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다

불평등하게 배치된 문화적 자원을 통해서도 설명

양한 사회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 만

될 수 있다(최종철(역), 2005[1979]: 233). 문화적

큼,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음식 소비에 대한 옴니보

자원 또는 그의 용어로 ‘객체화된 형태의 문화자

어적 관용이 지배 계급의 취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본’의 향유는 필연적으로 ‘체화된 형태의 문화자본’

아니다. 한 예로, 플레멘과 그의 동료들(Flemmen

또는 아비투스를 전제로 하므로(Bourdieu, 1986)

et al., 2018)은 노르웨이의 중상 계급 구성원들이

개인이 소유하는 자본이 클수록 문화적 환경에서

이국적인 음식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이고 익숙한 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커진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식을 더 즐긴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웃들과의 상

유정·최샛별(2012)의 연구는 국내의 중상계급이 이

호작용과 집단적 소속감 또한 그러한 문화적 환경

국적인 음식을 포함해 다양한 외국 음식에 대해 예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포함된다. 대도시와

외적으로 폭넓은 취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바

지방 사람 간의 격차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리

있다. 송도영(2007)은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다문

적 조건에 의해 증폭된다(최종철(역), 2005 [1979]:

화적 재편성 과정에 주목하면서, 일찍이 보편화되

659).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은 문화적 자

지 않은 낯설고 생소한 음식에 대한 소비 경험과

원이 풍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며, 도심과

취향이 특별한 문화 자본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일

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커츠와

찍이 시사했다. 이를 통해 미루어볼 때, 음식 소비

위돕(Cutts and Widdop, 2017)에 의하면, 영국

에서의 옴니보어적 취향은 국내에서도 일종의 문화

에서 가장 열성적인 옴니보어 소비자들은 런던 도

자본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에스닉 푸드

심에 두드러지게 집중되어 있다. 레기나와 마일스

에 대한 취향은 한국에서 문화적 관용의 여부를 가

(Leguina and Miles, 2017) 역시 영국에서의 문

르는 척도이자 지위 표식이 될 수 있다.

화 참여가 계급, 연령, 교육수준 뿐 아니라 거주지
역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런던 내

2) 문화적 실천과 공간

부의 부유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

특별히 여러 음식 종류와 레스토랑에 대한 경

을 통해 문화 자본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반

험, 지식, 친숙함이 문화 자본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면, 그렇지 않은 집단은 문화적으로 더욱 소외될

것은 낯설고 다양한 에스닉 푸드를 경험할 수 있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회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

리처드 플로리다(Florida, 2002a; 2002b)는 그

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레스토랑 요리법에 상대

의 유명한 논의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조건으

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문화 자본으로

로 기술, 인재, 관용이라는 3T(Technology, Talent,

서의 옴니보어적 또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취향을

Tolerance)를 제시했다. 그는 창조계층이 다양성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에 관대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지닌 지역을 선호

부르디외에 의하면 상이한 계급 분파 간의 문화

하며 이들의 집결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

적 취향과 생활양식의 차이는 그들 자신이 지닌 자

장했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논의에서 그는 젠트리

본의 양과 구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피케이션으로 인한 구조적 기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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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화를 지적한다(안종희(역), 2018[2017]: 104

또는 민족적 정체성 등과 같은 특성과도 밀접하게

~112). 그에 의하면 미국의 창조계층은 각종 문화

연관되어 있다.

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강력하게 결집하여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서비스 및 노동계층
과는 지리적으로 분리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레스토랑은 매력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도시
어메니티로서 해당 지역 인구의 특성과 상호작용

1) 도시 어메니티로서의 레스토랑

하며,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또는 경제발전의 잠

레스토랑과 같은 도시 어메니티는 거주민의 일

정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주킨과 그의 동료

상생활 속 문화 소비를 통한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들(Zukin et al., 2017)은 뉴욕시 브루클린 내에서

영향을 주며, 나아가 지역의 경관과 이미지를 구성

인종적 특징으로 인해 그 이미지가 서로 대조적인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메니티는 단순한 소비재

동네(neighborhood)들을 대상으로 레스토랑에

이상으로 장소적 맥락과 의미를 규정해준다는 점에

대한 소셜 미디어 Yelp의 온라인 평가를 분석했

서 도시 씬(Scene)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변미

다. 레스토랑에 대한 주관적이고 자발적인 온라인

리 외, 2010: 12~19). 레스토랑, 커피숍, 바(bar),

평가는 레스토랑이 입지한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

나이트클럽, 쇼핑몰, 도서관, 서점, 부티크, 건축물,

함으로써 인종적 편견을 강화하기도 하고, 지역에

미술관, 박물관, 컨벤션 센터 등의 다양한 어메니티

대한 경제적 투자와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하기도

는 사람들의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각종 재화와

한다(Zukin et al., 2017: 474~475). 파크(Park,

서비스를 공급한다(Clark, 2003; Garretsen and

2017)는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Marlet, 2017). 도시의 경제발전은 소비를 얼마나

시카고, 휴스턴의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잘 촉진하느냐에 달려있다(Glaeser et al., 2001;

창조계층 또는 문화적 옴니보어들이 실제로 다양

Florida, 2002a).

한 에스닉 푸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거주하는지

국내의 연구로 강병수(2014)는 레스토랑을 포

를 검증했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지식기반 산

함해 문화 소비에 관련된 도시 어메니티가 중장기

업 종사자 수(예를 들면 정보산업, 금융 및 보험업,

적 주거이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

부동산 중개업, 전문직, 과학자, 예술가 등)가 많을

다. 최유진(2017)은 비록 측정항목으로서 레스토랑

수록, 지역 평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레스토랑의

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등의 문화 어메니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

이러한 연구들은 레스토랑이 외식 소비라는 문

분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화적 실천의 주요한 전제조건으로서 거주민 집단

에 거주하는 창조계층의 입지 특성을 분석한 곽수

의 문화 자본에 의해 지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정(2013)에 따르면 창조계층은 도심과 특히 서초구

시사한다. 나아가 여러 가지 음식종류의 레스토랑

및 강남구에 집적되어 있으며, 보헤미안은 홍대 일

에 의해 구성되는 음식 경관은 그 지역 구성원의

대에 독자적으로 입지해 다른 창조계층과 구분된다.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직업, ‘창조계층’, 인종

이는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직업

옴니보어의 동네: 서울특별시 소재 레스토랑의 특징과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특성 등이 각종 어메니티의 입지 특성과 그로 인해

2) 한국에서 외식 소비와 에스닉 레스토랑

구성되는 지역의 특정한 이미지와 밀접하게 상응할

에스닉 푸드와 에스닉 레스토랑에 대한 정의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가 속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레스토랑의 지리적 분포는 사회과학적 연구에

수 있다. 소수 이민자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서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으나, 예외적

음식이라는 의미의 에스닉 푸드에 대한 정의와 가

으로 젤린스키(Zelinsky, 1985)의 선구자적 연구

치 평가의 기준에는 필연적으로 국가 간 위계질서

는 미국과 캐나다의 레스토랑을 수, 위치, 그리고

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에스닉

음식종류(장르)의 차원에서 분석 및 시각화하여,

푸드로 취급되는 모든 음식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

레스토랑의 입지 패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연구

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비교적 대중

방법을 제시했다. 보다 최근 닐(Neal, 2006)의 연

화되어 있는 중식이나 일식은 대부분의 서구 사회

구는 미국 도시의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요리법과

에서 대표적인 에스닉 푸드다. 한국에서 에스닉 푸

평가점수 등의 차원에서 특정한 군집으로 유형화

드란, 한식을 제외한 외국 음식 중에서도 주로 중남

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도시 거주민의 직업, 교육

미,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수준, 외국인 비율, 소득수준, 인구규모와 같은 지

등 지역의 전통음식을 의미한다(지경희 외, 2018).

역 특성의 차원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

국내 외식산업의 측면에서 베트남식, 태국식, 중

을 보여주었다. 서울시 49개 소매업종의 공간분포

동, 러시아 등의 에스닉 푸드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

패턴을 행정동 단위에서 분석한 신우진·신우화

고 있는 것은 2000년대 이후다. 이 시기 동남아시아

(2009)는 일식집, 횟집, 한식집, 찻집, 레스토랑 포

로의 여행과 교류의 활성화, 이민 노동자 유입과 국

함한 음식점 및 여가용 업종이 도심과 부도심에 군

제결혼 증가는 태국, 인도식과 같은 에스닉 레스토

집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랑의 인기와 고급화에 기여했다(최수지 외, 2011:

레스토랑을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

117~118). 여행과 같은 직접적 경험 외에 미디어를

는 않다는 점, 레스토랑의 지리적 분포 양상을 포

통한 간접 경험 역시 다양한 에스닉 푸드에 대한 수

인트 데이터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요를 증가시켰다(김민정, 2019: 459~460). 비교적

레스토랑 방문객의 외식 소비 경험을 결정짓는 레

젊은 청년 세대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경험을 추구

스토랑의 질적 수준과 음식종류의 다양성을 반영

한다는 점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에스닉 푸드의 인

하는 자료를 다른 지역적 수준의 변수와 함께 분석

기를 설명하는 요인이다(문기철·한경수, 2012).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국내 선행연구의 주요 한계

외식 소비와 에스닉 레스토랑에 관한 기존의 국

이다. 이 연구는 레스토랑 방문객의 주관적 의견에

내 선행연구들의 공통적 한계는 20세기 후반 문화

의한 추천 점수와 음식종류, 소재 지역을 포함하는

사회학적 논의의 중요한 발견, 즉 현대 사회에서 가

실증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외식 소비라는 문화

장 두드러지는 문화 자본의 형식이 옴니보어적 또

적 실천의 내용을 좌우하는 지역별 음식 경관을 기

는 코스모폴리탄적 취향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

술하고, 그것이 실제로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분히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레스토랑은 개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개인의 문화 자본에 의해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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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자원이다. 레스토랑의 불균형한 지리적 분

2010; 오희균, 2015).

포는 외식 소비라는 문화적 실천을 촉진시키거나

블루리본 서베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식

저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

별 검색 기능에 의하면, 모든 레스토랑은 한식(①

밀집되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레스토랑과 그로 인

일반한식, ② 가금류, ③ 면류, ④ 어패류, ⑤ 육류,

한 접근성의 격차는 거주민 집단의 문화 자본과

⑥ 민물어패류, ⑦ 탕/국/찌개), ⑧ 중식, ⑨ 일식,

연계되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⑩ 프랑스식, ⑪ 이탈리아식, ⑫ 아시아식, ⑬ 컨템

수 있다.

포러리, ⑭ 유럽식, ⑮ 중남미식, ⑯ 아프리카식, ⑰
미국식, ⑱ 기타, ⑲ 바/펍, 
디저트/차/베이커리
총 20개로 범주화된다. 그다음으로는 각 음식종류
별로 음식재료, 지역별 요리 등에 따라 더욱 상세

Ⅲ. 자료와 방법론

한 음식 분류가 제공된다.
연구 자료에서는 웹사이트의 검색 기능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요리법과 관련 태그를 기준으로 총

1. 연구 자료

17개 범주로 레스토랑의 요리법을 구분하였다.2)
웹사이트 상에서는 하나의 레스토랑에 하나가 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9 블루리본 서

닌 여러 가지 관련된 요리법이 함께 적용되고 있지

베이> 웹사이트1)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2019년

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 레스토랑에 대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연구자가 직접 수

하여 가장 대표적이라고 판단되는 요리법 한 개를

집한 것이다. 먼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선택했다. 한식의 경우에는 다른 요리법에 비해 복

4,555개 레스토랑의 주소지와 레스토랑 평가점수

잡하게 범주화되고 있어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일

를 수집했다. 그다음으로 응답자가 직접 방문한 뒤

반한식과 모던한식 또는 뉴코리안, 2개로 범주를

평가한 즉 추천 점수가 리본개수 1개 이상인 902

단순화하였다. 자료에서 구분한 미국식, 스테이크,

개 레스토랑에 대해 별도로 이들이 취급하는 요리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은 미국식 레스토랑으로, 아

법을 수집했다. 블루리본 서베이는 해외의 대표적인

시아식, 유럽식, 아프리카식, 중남미식, 기타 레스

레스토랑 평가기준인 ‘자갓 서베이’(Zargat Survey),

토랑은 에스닉 레스토랑으로 합산해 단계적 도형

‘미슐랭 가이드’(Michelin le guide rouge)처럼

표현도를 작성했다.

국내 레스토랑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레스토랑 가
이드북으로, 이미 전문 학술연구에서 활용된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자료다(예를 들어 양지원·이진민,

1) https://www.bluer.co.kr
2) 최종적으로 수집된 17개의 음식종류는 (1) 한식, (2) 모던한식, (3) 중식, (4) 일식, (5) 아시아식, (6) 프랑스식, (7) 이탈리아식, (8) 미국식, (9) 스
테이크, (10) 유럽식, (11) 디저트/차/베이커리, (12) 브런치카페, (13) 아프리카식, (14) 중남미식, (15) 컨템포러리, (16) 바/펍, (17) 기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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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흐름도

솜씨를 보이는 곳’이다. 총 4,555개 레스토랑 중에
서 80% 가량의 레스토랑(3,653개)은 리본 0개로
분류된다. 평가점수가 리본 2개 이상인 레스토랑
은 응답자가 본인과 가까운 친구, 연인, 가족과 함
께 가고 싶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리본 3개를
받은 레스토랑은 전체 레스토랑 중 1%가 채 되지
않는 고급 레스토랑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리본 1
개 이하의 레스토랑을 추천 점수가 낮은 레스토랑,
리본 2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추천 점수가 높은 레
스토랑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레스토랑의 주소 정보
는 Geocoding Tool(v.19.05.15)을 통해 지오코딩
되어 X, Y 좌표값으로 변환되었다. 평가점수에 따
른 레스토랑의 구분과 빈도표는 <표 1>과 같다.
<표 1> 레스토랑 추천 점수에 대한 설명과 변수별 빈도표

2. 변수 정의
구분

1) 추천 점수가 높은/낮은 레스토랑
블루리본 서베이는 음식의 맛, 가격대비 만족
도, 레스토랑 분위기, 서비스 네 개의 항목을 기준
으로 리본평점을 레스토랑에 부여하며, 이 점수는
최소 리본 0개에서 최고 리본 3개의 범위를 가진
다. 2005년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일반인과 전문

평가
점수

변수 설명

빈도

퍼센트

추천
점수
낮음

0

리본이 없는 곳; 가까운 곳에
3,653
있으면 한 번 방문할 만한 곳

80.2

1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

633

13.9

추천
점수
높음

2

주위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

238

5.2

3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보이는 곳

31

0.7

계

4,555 100.0

가 집단에 의한 총 3차의 평가 단계가 있었으나,
최근 2019년 판부터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 없이

2) 레스토랑 다양성 지수

일반 독자의 평가만으로 점수가 산출되고 있다(블

만약 단순히 한 지역구 내에 있는 레스토랑의

루리본서베이, 2018).

음식종류 수로 그 지역 내 레스토랑의 다양성을 측

블루리본 서베이에 의하면 각 레스토랑의 점수

정한다면, 각 레스토랑의 전체 레스토랑 대비 비율

에 있어서 리본 0개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한 번

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A

방문해볼 만한 곳’, 리본 1개는 ‘다시 방문하고 싶

지역에 한식, 중식, 일식, 이태리식 레스토랑이 각

은 곳’, 리본 2개는 ‘주위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각 5개씩 네 종류의 레스토랑이 있고, B 지역에는

곳’, 리본 3개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한식, 프랑스식, 이태리식 레스토랑이 5개씩,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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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이 1개 있다고 하자. A 지역에서는 거주
민이 네 가지 메뉴에 대해 같은 수준의 접근성을

3) 에스닉/고급 레스토랑 수, 지역내 추천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 비율, 집단 문화 자본

가지지만, B 지역의 거주민은 다른 세 가지 메뉴에

에스닉 레스토랑의 수는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

비해 중식 메뉴에 대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를 참고하여 아시아식(태국식, 베트남식 등), 북유

때문에, 두 지역의 전체 레스토랑의 다양성에는 차

럽식, 아프리카식, 중남미식, 기타 레스토랑의 합

이가 있다. 그러나 음식종류의 수를 카운팅하여 측

계로 산출했다. 국내에서 비교적 대중화되어 있는

정한다면 A와 B의 레스토랑 다양성은 똑같이 4가

서양식과 중식, 일식 레스토랑은 에스닉 레스토랑

될 것이다.

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 지역 내에 입지한 레스토

고급 레스토랑은 요리법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랑이 제공하는 음식메뉴의 수를 측정하는 대신, 장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하는 장

르별 레스토랑의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는 다양성

소로 선망되는 곳으로서, 블루리본 평가점수에서

지수를 산출했다. 이는 파크(Park, 2017)가 사용한

최고점인 리본 3개를 받은 레스토랑의 개수로 측

방법을 참고한 것으로 정치학적 개념인 지역별 유

정했다. 이 연구 자료에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정의

효 정당의 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말로 심슨

된 레스토랑은 총 31개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요

다양성 지수(Simpson’s index of diversity)라고

리법은 프랑스식이 가장 많았고(11개), 한식 및 모

도 한다. 이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던한식(각각 2, 4개), 일식(6개), 중식(4개), 이탈리
아식, 컨템포러리(각 2개) 순이었다.












지역 내 추천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 비율은 한
지역구 내에 소재한 모든 레스토랑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추천 점수가 낮은 레스토랑

위 식에서 n은 요리법의 수, p는 자치구 내 모
든 레스토랑의 수 대비 해당 요리법의 레스토랑 수
이다. 예를 들어 이 연구의 자료에서 광진구에 위
치한 레스토랑은 총 8개이며, 취급하는 요리법은
한식, 중식, 일식, 이탈리아식, 유럽식 총 5개이다.
이 중 한식 레스토랑은 3개, 중식 1개, 일식 2개,
이탈리아식과 유럽식은 각 1개이다. 위 공식에 따
르면 광진구의 다양성 지수(N)는 4가 된다. 이렇게
구별로 산출한 다양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수행했다. 통계 분석에는 SPSS ver.20을 사용
했다.

즉 평가점수가 블루리본 1개 이하인 레스토랑 수
대비 2개 이상으로 높은 레스토랑의 수의 백분율
로 구하였다.
집단 문화 자본에 대한 대용변수로는 자치구별
평균 교육수준을 선택했다. 교육수준은 부르디외
의 문화 자본 개념, 특히 제도화된 형태의 문화 자
본(Bourdieu, 1986)에 정확히 부합할 뿐만 아니
라, 인재 또는 창조계층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합한 대용변수이다(Florida, 2002a). 이 연구에
서 교육수준은 전체 인구수 대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인구 비율로 측정했다. 모형 내에서 인과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종속변수 자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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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으로 앞선 2015년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사

커널 밀도 분석에서 대역폭이 계산되는 공식은 다

용했다. 자료의 기술통계표는 <표 2>와 같다.

음과 같다.


   

ln

 

<표 2> 기술통계표

  min 



변수명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교육수준(%)

25

25.60

67.20

41.452

9.991

이 때 SD는 표준 거리,   은 평균거리, n은

에스닉
레스토랑 수

25

0

14

2.320

4.337

모집단 필드가 사용되지 않은 점들의 개수,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수

25

0

17

1.240

3.745

추천 점수 높은
레스토랑 비율
(%)

25

모집단 필드가 제공되었을 때의 모집단 필드 값의
합계이다.

0.00

.13

0.035

0.034

핫 스팟 분석(Hot Spot Analysis) 역시 커널
밀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공간상에 나타난 점의 밀
도를 기준으로 밀집지역을 나타내주는 방법이다.

3. 분석 방법
커널 밀도(Kernel Density) 분석은 점 사상으
로부터 설정된 범위까지의 거리에 따라 커널 함수
를 통해 구해진 밀도값이 나누어진 격자에 집계되
는 방법으로, 각각의 격자(cell)의 밀도값이 지도에
색으로 표현되어 점사상의 밀집 정도를 알 수 있다
(박기용 외, 2017). 이때 근접하여 있는 점사상들
은 밀도값에 대해 서로 영향을 받게 된다. 브론더
슨과 콤버에 의하면 커널 밀도 추정은 포인트 데이

핫 스팟 분석은 Getis-Ord   통계를 계산하여
얻은 표준화점수와 유의확률을 통해 공간적인 군
집도 값이 높은 핫 스팟과 낮은 콜드 스팟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시각화한다. 핫 스팟
은 해당 피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피쳐들에
서도 값이 높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된다.
최적화된 핫 스팟 분석(Optimized Hot Spot
Analysis)에서는 데이터 값들의 공간적 군집도를
구별할 수 있는 Getis-Ord   계산식을 활용한
다. 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터가 커서 그 상대적인 밀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두 그룹
의 공간분포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김종배·강영







적인 방법이라기보다 일정한 대역폭(bandwidth)

점 데이터의 분포 패턴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어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대역폭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시각화되는 결
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손세린·강영옥, 2017).












  


모(역), 2017[2015]: 231). 커널 밀도 함수는 통계

내에 점 개체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 



   
 





위 식에서   는 피쳐 j에 대한 속성 값이며,

   는 피쳐 i, j 사이의 공간적 가중치이다.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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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쳐의 총 개수에 해당한다. 
 는 n개의 속성값

(search radius)을 직접 지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의 평균이며, S는 분산이다.   값은 각 피쳐

통해 디폴트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에 대하여 표준화값으로 계산되며, 군집화 정도가
강하여 그 값이 표준화점수보다 높을 때 즉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표준화점수에 대하여는 핫
스팟,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표준화
점수에 대하여 콜드 스팟을 재현한다. 커널 밀도
분석과 최적화된 핫스팟 분석을 위해 ESRI사의
ArcGIS Pro를 사용했다.3)

각 레스토랑 그룹에 속한 개체들은 그 수와 지리적
밀집도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대역폭을
통일하지 않고, 한 레스토랑 그룹 내에서 개체들의
공간적 밀도의 차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추천 점수가 낮은 레스토랑 그룹에
서 대역폭 크기는 약 0.0109, 추천 점수가 높은 레
스토랑 그룹에서는 0.0159이다.
<그림 2>의 상단 그림은 추천 점수가 낮은 레스
토랑 개체가 상대적으로 마포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반면 하단 그림은 추천

Ⅳ. 서울특별시 레스토랑의 공간적
분포 패턴과 영향요인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에 속하는 개체들이 대체로
강남구에서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에 의하면 추천 점수가 높은/낮은 레
스토랑 그룹이 서로 확연히 다른 중심지역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밀집 정도가 높건 낮건,

1. 추천 점수별 레스토랑의 공간적 분포 패턴
비교

공통적으로 도심 즉 마포구, 종로구-중구, 용산구,
강남구의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군집화되고 있어
레스토랑이 그 평가점수와는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주소 정보를 수집한 서울시 내 블루리본 평가대
상 레스토랑 4,555개 중에서 블루리본이 없거나 1
개인 레스토랑 4,286개를 추천 점수가 낮은 레스
토랑, 그 밖에 블루리본 2개 이상의 평점을 받은
269개 레스토랑을 추천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 집
단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커널 밀도 분석과 최
적화된 핫 스팟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는 차례
로 <그림 2>, <그림 3>과 같다.

불균등하게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커널 밀도 분석은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라기보다는 공간적 패턴을 탐색하기 위한 시각화
도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석을 위
해서는 추천 점수가 낮은 레스토랑 그룹(위)과 추천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 그룹(아래) 개체들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밀집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로 멀
리 떨어져 산발적으로 분포하는지 보여주는 최적화

커널 밀도 분석의 경우, 연구자가 대역폭

3) 커널 밀도 분석과 최적화된 핫 스팟 분석에서 사용된 공식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spatial-analyst/how-kernel-density-works.htm
https://pro.arcgis.com/en/pro-app/2.6/tool-reference/spatial-statistics/h-how-hot-spot-analysis-getis-ord-gi-spatial-stati.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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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커널 밀도 분석 결과
(위: 추천 점수 낮은 레스토랑, 아래: 추천 점수 높은 레스토랑)

<그림 3> 최적화된 핫스팟 분석 결과
(위: 추천 점수 낮은 레스토랑, 아래: 추천 점수 높은 레스토랑)

된 핫 스팟 분석 결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에 따르면 추천 점수가 낮은 레스토랑
은 커널 밀도 분석에서 나타난 지점들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핫스팟이 집중적으로 나타남을 보

2. 레스토랑의 음식종류별 공간적 분포 비교를
위한 시각화

여준다. 또한 자치구별 경계에 상관없이 도심을 기
준으로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추천 점수가 낮은 레

다음으로 <그림 4>와 <그림 5>의 도형표현도를

스토랑이 서로 멀리 떨어져 분포함을 의미하는 콜

통해, 음식종류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 902개 레스

드스팟이 눈에 띈다. 추천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의

토랑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우에는 강남구의 가로수길 일대를 포함하는 지

특정 지역에 어떤 음식종류를 취급하는 레스토랑이

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1 하에서 유의

집중되어 있는지 탐색했다. 주의할 것은 크기가 같

한 핫스팟이 모여 있다. <그림 2>와 <그림 3>을 통

은 원이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레스토랑 규모는 서

해, 서울특별시 내에서 좋은 레스토랑에 대한 지리

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각 지도에서 원의 크기가

적 접근성이 그렇지 않은 레스토랑에 비해 차별화

정확한 레스토랑의 개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자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적 분류(natural break)에 따라 구분된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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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Slocum et al.,
2009). 이는 이 연구에서 시각화한 단계적 도형표
현도(graduated symbol map)와 비례적 도형표
현도(proportional symbol map)의 차이점이다.
음식종류별 레스토랑의 공간적 분포는 전반적
으로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에 양적
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분포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그림 4>의 일식 레스토
랑은 마포구, 강남구에 많이 있는 반면, 중식 레스
토랑은 마포구와 강남구 외에 중구에도 예외적으
로 많이 위치하고 있다. 에스닉 레스토랑은 용산
구, 그리고 종로구와 강남구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
<그림 5>에서 서양식과 디저트 메뉴를 취급하
는 레스토랑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식 레스토랑과
프랑스식 레스토랑은 대체로 거의 유사한 공간적
분포를 보여준다. 미국식 레스토랑은 예외적일 정
도로 강남과 그 근처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
이 있다. 디저트와 베이커리, 커피숍의 경우 마포
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당 레스토랑들이 많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림 4>와 <그림 5>는 각 지역이 지닌
음식경관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마포구
와 종로구, 중구, 용산구, 그리고 강남구는 중첩적
으로 모든 음식종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레스토랑
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음식 장르의 다양성이 높다
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지역의 음식경관과 중심
장르에 의한 특색은 미묘하게 다르다.

<그림 4> 음식종류별 레스토랑 현황 (1) 한식, 중식, 일식,
에스닉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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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음식종류별 레스토랑 현황 (2)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미국식, 디저트 및 베이커리

<그림 6>에서는 이러한 레스토랑의 종류별 개
수를 자치구별로 집계하여 도출한 다양성 지수를
등치지역도의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이 지도에서
는 각 지역 내 음식장르의 다양성을 일관적으로 비
교할 수 있다. 용산구(7.16), 강남구(6.04), 마포구
(5.8), 서대문구(5.73)의 순서대로 다양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곽 지역으
로 갈수록 그 값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3. 레스토랑의 다양성 지수와 집단 문화 자본
마지막으로 거주민 집단의 문화 자본이 다양한
레스토랑을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하기 위해, 레스토랑 다양성 지수를 종속변
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는 다
음의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모형은 유의수준
0.001 하에서 유의했다.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수정된 R 제곱값은 약 0.740으로 높은 수준이다.
공차와 VIF를 통해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모든 독립변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의 비표준화계수는 0.078로 유의수준
0.01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에스닉 레스토랑
의 수의 비표준화계수는 0.226으로 마찬가지로 레
스토랑의 다양성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급 레스토랑의 수는 오히
려 비표준화계수가 음수로 나타나(-0.193), 다양성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레스토랑의 추천 점수가 상대
적으로 높을수록 레스토랑의 음식종류 다양성 또
한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가장 다양성 지수에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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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레스토랑 다양성 지수

향을 주는 것은 에스닉 레스토랑의 수인 것으로 나

따라 달라진다. 지역 내 레스토랑의 다양성으로 구

타났다(표준화계수 0.513).

성되는 옴니보어적 음식 경관은 집단 문화 자본의

정리하면 에스닉 레스토랑의 수뿐만 아니라 지

집중에 의해 강화된다.

역 내 레스토랑의 추천 점수, 그리고 거주민의 평

레스토랑의 다양성은 지역 내 평균적인 레스토

균적인 교육수준이 모두 다양성 지수에 긍정적인

랑 추천 점수, 즉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인적 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급 레스

비스, 음식 등의 품질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고

토랑의 수는 오히려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

급 레스토랑 수가 오히려 레스토랑 다양성 지수에

로 나타났다. 거주민 집단의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급 레스토랑들이 강

지위에 상응하는 집단 문화 자본이 클수록 레스토

남구 일부 지역에 예외적으로 군집화되어 있어 에

랑 다양성 지수는 증가한다. 이는 창조계층 또는

스닉 레스토랑과는 다른 공간적 분포 양상을 보이

중상 계층이 다양한 레스토랑 음식메뉴를 소비할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급 레스토랑은 그 수도

수 있는 환경에 가까이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외식

존의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다. 외식 소비에 대

소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특별한 외식 경험을 지

한 수요와 그를 통한 만족도는 개인의 문화 자본에

향하는 시설이다. 고급 레스토랑들이 취급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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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 면에서 프랑스식(31개 중 11개)이 압도적으

분석하였다.

로 많은 반면, 에스닉 푸드 장르는 하나도 없다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레스

점에서도 고급 레스토랑과 에스닉 레스토랑은 한

토랑은 서울 내에서도 도심 부근의 매우 한정된 지

국 사회의 외식 소비의 지형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역에서 군집을 이루고 있다. 추천 점수가 낮은 레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토랑과 추천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이 각각 집중
되어 있는 거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추천 점

<표 3> 레스토랑의 다양성 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상수)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유의
t 값
공차 VIF
확률
표준오차 된 계수

-1.306

(0.950)

.

1.374 0.185

.

.

교육
0.078** (0.024)
수준(%)

0.409 3.307 0.004 0.709 1.410

에스닉
레스토랑 0.226** (0.066)
수

0.513 3.415 0.003 0.480 2.084

추천 점수
높은
22.316* (8.580)
레스토랑
비율(%)

0.400 2.601 0.017 0.458 2.184

수가 낮은 레스토랑은 마포구, 추천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은 강남구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여준
다. 구체적으로 마포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강남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도심 지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핫스팟이 대규모로 분포되
어 있고, 외곽으로 갈수록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
져 개체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함을 의미하는 콜드

고급
레스토랑 -0.193* (0.075) -0.380 -2.596 0.017 0.506 1.975
수
주: N=25,   =0.784; adjusted   =0.740
***p<.001, **p<.01, *p<.05

스팟이 나타났다. 추천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의 경
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핫스팟을 강남구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콜드스팟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실제 서울 내 레스토랑의 주소지 정보로 도
출한 포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의 모든 자치구에 소재한 레스토랑의 지리적 분포
를 시각화 및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자치구별로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Ⅴ. 결론

음식메뉴의 다양성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하기 위
해 장르별 레스토랑의 소재 현황을 시각화하였다.
이에 대한 일관적인 비교를 위해 다양성 지수 또한

1. 결론과 함의
이 연구는 도시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내용적으
로 다양한 소비 공간이자 어메니티로서 레스토랑
과 외식 소비가 갖는 풍부한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함의점이 도외시되어 왔다는 인식 하에서, 서울특
별시에 소재된 레스토랑의 특성과 분포 패턴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다각적으로 탐색 및

산출하였다. 일식 레스토랑은 마포구와 강남구, 중
식 레스토랑은 중구, 에스닉 레스토랑은 용산구,
종로구, 강남구에서 각 지역의 독특한 음식경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각 지역 내에 입지한
음식종류별 레스토랑의 전체 레스토랑 대비 비율
을 토대로 산출한 다양성 지수는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서울 내에서도 가장 외식 소비
의 다양성이 폭넓게 제공되는 차별화된 지역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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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 지역들은 옴니보어적 문화 소비를 즐

연계될 수 있다. 외식 소비는 레스토랑이라는 물질

기는 지역 내외의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음식 경

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문화

관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내 거주민들의 문화 자

자본의 공간적 불평등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 수

본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정보의 시각화 방법의 새

서울특별시 레스토랑 다양성 지수는 집단 문화

로운 활용가치를 모색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주

자본, 추천 점수가 높은 레스토랑의 상대적 비율,

제이다.

고급 레스토랑의 수, 에스닉 레스토랑의 수에 유의
미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음식 소비에 있어 옴니보
어적 또는 코스모폴리탄적 취향을 지닌 사람들은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다양한 음식 장르를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거주한다. 방문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레

이 연구는 2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스토랑이 많을수록 지역 내 레스토랑의 다양성 또

레스토랑의 요리법에 따른 음식경관과 그 다양성

한 증가한다. 에스닉 레스토랑의 수가 다양성 지수

정도를 제시한다. 그러나 음식경관을 시각화하고 다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은

양성 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추천 점수가 0개

한국 음식문화의 정경에서 이들 장르가 옴니보어

인 대다수의 레스토랑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 외식 소비를 위한 전제조건임을 시사한다. 그러

사람들에게 더 뚜렷이 인식되고 있는 레스토랑들

나 고급 레스토랑의 수는 다양성 지수에 오히려 부

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지역별 음식 경관의 호소력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식 메뉴가 헤게모니

을 높이는 면은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적극적

를 쥐고 있는 한국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강력하게

으로 평가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레스토

밀집해 있으며 관용적이고 이질적이라기보다는 배

랑들의 다양성은 배제될 수 있다. 2019년 5월~6월

타적이고 동질적인 음식 경관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지닌 이 연구의 자료상으로

보인다.

추천 점수 1개 이상의 괜찮은 레스토랑에 대한 정

서울특별시 레스토랑의 다양성은 거주민 집단의

보가 없는 구로구의 레스토랑 다양성은 이 연구에

문화 자본에 의해 강화된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서 충분히 설명될 수 없었다(<그림 6> 참조). 서울

으로 통용되는 문화 자본의 한 형태로서 폭넓은 문

특별시 레스토랑의 모든 음식종류에 대한 자료를

화적 취향을 지닌 사람들은 다양하고 이국적인 음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덧붙여

식 경관을 선호한다. 옴니보어의 동네는 레스토랑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동과 같은 더 작은 단위나 또

의 다양성, 외식 소비에 있어서의 관용적 분위기,

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시, 도와의 비교 등 더욱 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웃을 모두 갖춘 지역이

양한 지리적 단위가 후속 연구에서 고려될 필요가

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음식을 소비할

있다.

수 있는 기회는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구조화되고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주민 집단의 평균 문

있다. 이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

화 자본이 높을수록 지역 내 레스토랑으로 구성되

니라 거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에도

는 음식 경관은 다양화된다. 또한 사람들이 높게

옴니보어의 동네: 서울특별시 소재 레스토랑의 특징과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평가하는 주요 레스토랑들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는 않는다. 레스토랑의 입지와 다양성에 의해 형성

특정한 동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되는 지역 특성이 개인의 음식 소비에 어떤 영향을

사용된 자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모든 레스토

미치는지는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현대

랑에 대한 전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

한국 사회에서 음식 소비에 있어서의 취향과 실천

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통계청(2017)

이 정말 옴니보어적인지, 그것이 사회경제적 지위

의 「서비스업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에 상응하는 문화 자본인지와 같은 연구 문제들 또

위치한 음식점 및 주점업은 총 123,138개로, 이

한 보다 최신의 자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개인

중 한식 및 외국식 음식점은 각각 47,889개,

의 옴니보어적 음식 소비가 지역 내 다양한 레스토

있다.4)

이 연구에서 연구자

랑에 대한 접근성에 의해 어느 정도로 유의미한 영

가 수집한 자료가 6만여 개에 이르는 서울특별시

향을 받는지 또한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레스토랑의 전체 모집단에 대한 표본으로서 충분

이 연구는 사교적 활동이자 문화적 실천으로서

한 대표성을 지닌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

의 외식 소비를 위한 공간으로서 레스토랑에 대한

다. 후속 연구는 더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

접근성이 방문객의 주관적 평가와 호감에 따라 지

여 레스토랑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해 일반화할 수

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는지 탐색하고, 지역 내 레스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토랑의 음식종류별 분포가 만들어내는 음식 경관

13,773개로 집계되고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의 공간적 범

을 제시하며, 지역 내 레스토랑의 다양성이 인접한

위는 서울특별시라는 대도시 한 개에 국한되어 있

거주민 집단의 문화 자본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

다.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

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레스토랑의 다양성

에 해당 자치구에 실제 거주하는 개인들만 방문하

은 그 자체로 관용이라는 문화 자본을 갖춘 옴니보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검증한 집단

어의 동네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연구를 통해 앞

문화 자본과 레스토랑 다양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으로 음식 소비와 레스토랑이 사회적 불평등과 문

추후 더 많은 변수들을 통제해 검증되어야 한다. 예

화적 구별짓기를 지리적 차원으로 끌어올 수 있는

를 들면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 레스토랑의 방문객

독특한 연구주제로 재조명되어 후속 연구가 활성

특성을 해당 레스토랑이 소재한 자치구의 거주민

화되기를 기대한다.

방문객과 비거주민 방문객으로 구분했을 때의 비율
이나, 거주민 방문객과 비거주민 방문객 각 집단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레스토랑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개인들의 외식을 포함하는 음
식 소비 취향, 태도, 경험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4) https://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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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접근성의 변화가 수도권 통근자의 통근 행태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접근성을 도로와 철도의 2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접근성의 변화가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통근수단 선택의 분석을 위해 조건부로짓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통근시간과 비용, 통근
자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이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혼합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통근자는 통근시간에 비해 통근비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도로접근성의 향상은 버스보다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의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철도접근성의 향상은 대
중교통 이용 확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수도권에 기존에 계획되고 있는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망 구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차역 인접지역에 대한 버스의 접근성 개선이 가능한 도로망 투
자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통근수단선택, 조건부로짓모형, 혼합로짓모형, 도로접근성, 철도접근성, 교통접근성
ABSTRACT：A critical role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n mode choice of urban households has
been widely recognized. Despite the apparently widespread recognition and acceptance that such
relationship exists, scopes of empirical studies testing this hypothesis is limited both in Korea and
abroa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n mode
choice of commuters utilizing the two cross-sectional data on local autonom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over the period of 2005-2015. This study found that commuters in SMA weighs commuting
costs more than commuting time in their mode choice. This study also found, while increasing railway
accessibil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rain and composite mode choices, road accessibility is more
likely to be related to the automobile choice rather than bus choice. We conclude the paper by
highlighting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s o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iming at increasing efficiency of the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in the SMA.
KeyWords：Mode choice, conditional logit model, mixed logit model,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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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고 2012년에는 지하철 신
분당선이 개통되는 등 통근시간 단축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

운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고 있으며 기존의 지하철

가 집중되면서 주거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1990

노선 연장 사업 또한 시행되고 있다. 도로망의 확

년대 1기 신도시 개발 및 2000년대 2기 신도시 개

충과 지하철 노선의 신설 및 확장은 수도권 지역의

발, 그리고 2020년 현재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접근성 변화를 야기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 통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울 외곽에 신규 주택 공

근자들의 통근패턴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 2기 신도시 건설은

측된다.

자족기능의 미흡으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접근성

하고 국토의 불균형 정도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효

의 변화가 수도권 통근자들의 통근수단 선택에 미

과를 유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김현수,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

2007). 또한 경제적 자족성이 결여된 주택 공급 위

권의 접근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도로와 철도의

주의 신도시 개발 정책은 지역의 공간적 자족성을

2가지 SOC 투자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접근성의

향상시키지 못했으며, 결국 직주 분리의 심화로 인

변화가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 광역통근문제가 새로운 도시문제로 대두되었다

향후 수도권 교통SOC 투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조웅래·박지선, 2019). 특히 서울과 경기도 및 인

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천 등 수도권 내 지역 간 통근에 드는 통근 시간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증가 및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증

표본자료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한 수도권 내

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진선, 2019).

출발지와 도착지(Origin-Destination)에 따른 통근

수도권 통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

수단별 시간과 비용 자료, 그리고 2005년과 2015

됨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년의 수도권 내 자치단체별 도로 및 철도의 접근성

역내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중앙 차로제 도입,

함수인 통근수단 선택(Mode Choice)의 분석을 위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등의 다양한 교통정책을

해 조건부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4년 서울버스와 수도권 전

활용하였으며, 아울러 통근시간과 비용, 통근자의

철 간의 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확장된 대중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이 통근선

교통 수단 간 환승제도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획기

택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혼합로

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와

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적용하였다.

의 환승제 확대를 통해 과거 대중교통 서비스가 다
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부족했던 측면(정희윤·
김선웅, 2002)을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2009년에

교통접근성의 변화가 수도권 통근자의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05-2015

II. 선행연구

수한 통근자의 통근시간이 길게 나타남을 입증하였
다. 통근자가 고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통근비용보다는 거주지의 환경이 중

통근의 주요 기능은 경제활동 공간과 주거활동

요한 요소가 되어 통근거리가 길어지며 저임금 산

공간의 연계이며(이성우 외, 2004) 통근은 현대사

업에 종사하는 경우 통근비용이 중요한 변수로 간

회에서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주되어 통근거리가 짧은 거주지 또는 직장을 선택

는 점에서 개인과 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요한 요소이다(장성만, 2019). 이러한 통근은 도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 또한 통근

시 구조 및 교통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거리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따라서 도시 관련 전반적 분야에서 주요 연구대

김형태(2009)는 인구의 급격한 교외화와 같은 공

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간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도권의 직주불일치는 심

통근통행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화되었지만 교통하부구조의 확충, 보다 빠른 교통

할 수 있다. 우선, 통근거리와 시간에 대한 연구들

수단의 존재 등으로 인한 이동성의 증가로 인해 직

이다(김형태, 2009; 성현곤, 2012; 성현곤·손동욱,

장과 주거지를 잇는 실제 통근시간은 짧아졌음을

2020; 손웅비·장재민, 2019; 이희연·이승민, 2008;

밝혔다. 더 나아가 출발지인 주거지역에 직장을 공

장재민, 2017; 장재민·김태형, 2016; 장재민 외,

급하고 도착지인 직장 인근에 주거를 공급하는 직

2019; 전명진·정명지, 2003;전명진, 2008; 진은

주균형정책이 통근거리 감소에 일정한 효과가 있

애·진장익, 2017; 최은진·김의준, 2015; Pike and

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장과 주거지의 균형을 촉

Lubell, 2018; Hong et al., 2018; Ding et al.,

진하는 토지이용정책을 통해 통근통행의 효율성을

2017). 이들은 주로 통근거리와 시간에 영향을 미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며 수도권의 광역화 및 서울

다음으로, 통근통행수단 선택 및 통근통행수단

의 교외화 등으로 인한 직주불균형의 심화에 대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논의하고 있다.

있다(전은하·이성우, 2007; 이성우 외, 2004; 이혜

손웅비·장재민(2019)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

승·이희연, 2009; 김수재 외, 2018; Keyes and

성을 중심으로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Crawford-Brown, 2018; Clark et al., 2016;

분석하고 통근 지역별 주요 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Ton et al., 2020; Masoumi, 2019; Guo et al.,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직주근접

2020; Van et al., 2014, Ding et al., 2018; Ko

형 도시를 지향하며 동내 통근 비중이 높은 자치구

and Byun, 2019; Luan et al., 2020). 이들은 주

에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통해 통근시간

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과 같은 다른 통근수단의

감소 및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제언하였다. 한편 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통근자가 종사하는 산업

있다.

의 특성 또한 통근거리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대부분의 통근자들은 통근시간, 통근거리, 통근

있다. 최은진·김의준(2015)은 경제적 여건이 더 우

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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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선택하며 동일한 통근수단을 반복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의 지역적 특성의 변화는

이용한다(Ton et al., 2020). 또한 개인의 특성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의 통근수단 선택의 변

관계없이 특정 수단의 이용 확률은 인구 밀도 등

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도시의 환경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요약하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대도

났다. 전은하·이성우(2007)는 1995~2000년 사이

시화의 주요 의제라고 할 수 있는 통근 및 통근수

수도권 교차통근자의 통근수단 선택의 변화를 분

단 선택 분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

석하며 개인의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적 특성도 통근수단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갖

직주불균형 등의 요인으로 변화한 통근거리 및 시

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정책 여부에 따라 자가용 이

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 나아가 통근거리

용자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및 시간의 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

을 입증하며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강

만 통근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SOC의 지역별 차이

조하였다. Guo et al.(2020)은 통근수단과 관련한

와 이러한 차이가 지역 간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연구 중 상당수는 통근거리 및 시간과 수단의 특성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

에 초점을 맞추고 주거지와 직업 특성 등을 배제한

다. Keyes and Crawford-Brown(2018)이 주장

채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하고 있듯이 교통 수요 예측 및 교통 정책 결정이

요인의 중요성을 과대 측정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 혹은 가구

결국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합리적인 정책 대

수준의 통근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

안의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통근수단 선택에 대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과거보다

한 이러한 분석은 통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

상승하고 있지만 수도권 내 통행량 증가, 특히 시외

통SOC의 투자와 연계된 지역별 교통접근성을 통

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 증가와 이에 따른 혼잡이

제한 상황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Geurs, 2018;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Gutierrez, et al., 2010).

지속가능한 도시 및 교통정책 분야는 통행에서의

1980년대 이래 수도권의 경우 자족성을 가정한

자가용에 대한 의존도와 통행거리 및 시간을 감소

주거지의 교외화 등 서울시에 집중된 도시의 기능

시키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성현

을 분산시키는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있으나 노동

곤·손동욱(2020)은 승용차 소유 억제에 대한 규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경제적 독점성은 변치

와 보상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승용차의 이용을 억

않고 있으며(진은애·진장익, 2017) 오히려 확산되

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뿐

고 있다. 이 연구는 2005~2015년 사이 서울을 중

만 아니라 승용차의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한 도로

심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통근수단 선택에 관한 행

망 개선보다는 승용차 이용 확률을 줄이는 요인의

태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요성과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이 용이한 교통체계

수도권의 교통SOC 투자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의 구축 및 직주균형 등 도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

강조하였다. Clark et al.(2016) 또한 인구 밀도 및

구에서는 특히 각 지역의 도로접근성 및 철도접근

교통접근성의 변화가 수도권 통근자의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05-2015

성이 개인의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조건부로짓모형은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

하고 있다. 접근성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는(조남건

-ity Model)으로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외, 2004; 김찬성 외, 2005; 임정은·조성훈, 2019;

Model)을 더 일반화한 것이다. 모형에 대한 설명은

Limanond and Nierneier, 2003) 개인의 통근수

다음과 같다. 개인  는 대안수단

단 선택보다 공간적인 관점에서 접근성의 변화가

큰 수단  를 선택한다. 파라미터 벡터 로 표시되

지역 간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
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도로접근
성 및 철도접근성이 개인 수준의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는

 중 가장 효용이

 는 개인  가 선택한 통근수단  가 지니는 선

택 한정적 특성을 나타내고, 파라미터 벡터  로 표
시되는

는 수단 선택에 관계없이 일정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 경우 선택 한정적 특성만을 고
려했을 때 개인  가 선택한 수단  에서 얻는 간접효
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III. 분석 방법

식 1)

        

이 연구에서의    이며 각각의 통근수
단이 버스(=1), 기차(=2), 복합수단(=3), 자가용(=4)
수도권 거주자의 통근수단선택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조건부로짓모형과 혼합로짓모형을

을 의미한다. 조건부로짓모형에서 개인이 수단  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활용하였다. 이들 모형은 McFadden(1974)에 의해
개발된 이래로 통근 및 인구이동 등 다양한 실증분

식 2)

석에 활용되고 있다. 조건부로짓모형을 활용하면 연





Categories)뿐만 아니라 동일한 개인에 대해서도
선택한 통근수단에 따라서 변동하는 시간 및 비

′ 

 

령, 성별 등 개인의 특성과 같은 통근수단과 관계없
이 고정적 변수(Invariant Variables to Response

′ 

           


선택 한정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다항 로짓
모형에서의 간접효용함수와 통근수단 선택 확률은
다음과 같다.

용과 같은 선택 한정적 변수(Choice Specific
Variables)를 반영한 분석이 가능하다. 즉, 개인은
자신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효용
을 극대화하는 통근수단을 선택하지만 각 통근수단
이 지니고 있는 통근시간 및 비용과 같은 선택 한정
적 특성에 따라서도 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통근수단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 조건부로짓모형이다.

식 3)

        

식 4)

           




′ 



′ 

 

앞의 식 1)~4)에 나타난 선택 한정적 특성과 개
인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간접효용함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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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로짓모형의 확률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5)

자의 통근권역을 서울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경우
(서울-서울), 서울에서 시외로 통근하는 경우(서울

           

-시외), 시외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경우(시외-서



′   ′ 

식 6)            






′   ′ 



이 연구에서는 통근수단별 시간과 비용에 따른
수단 선택 분석을 위해 ASCs(Alternative Specific
Constants)항을 포함하는 조건부로짓모형과 통근
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인 및 접근성 등의 지
역 변인을 통제한 혼합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이의
적용과 해석은 이성우 외(2005)를 참고하였다.

울), 그리고 시외에서 시외로 통근하는 경우(시외시외)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 서
울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SOC 투자가 통근수단 선
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서울시와
공간적 연계성이 없는 시외-시외의 경우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통근수단은 버스, 기차, 2
개 이상의 통근수단이 이용된 복합수단, 그리고 자
가용으로 구분하였다. 통근수단 중 기차는 전철과
지하철 등 모든 철도교통수단을 포괄한다.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제도가 확장 시행된 이후 수
도권 통근자의 경우 여러 통근수단 중 하나의 수단

IV. 자료 및 변인

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개 또는 그 이상의 수단
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러
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는 2개 이상의 수단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도 환승 여부를 파악할 수 없

수도권 거주자의 통근수단 선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2005년과 2015년 인구
주택총조사 자료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한 연
도별 지역의 접근성 자료 및 수도권 내 출발지와
도착지(Origin-Destination)에 따른 통근수단별
소요 시간과 비용 자료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
사 자료는 2% 표본 자료이고 2015년 자료는 20%
표본 자료이기에 단순무작위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2% 표본 자료로 통일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의 위치에 따
라 서울과 인천 및 경기로 지역을 양분하였다. 즉
서울을 거점으로 하여 인천과 경기도를 서울 시외
지역으로 정의하고 역내 및 지역 간 통근수단 선택
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경우 수도권 거주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
통근수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복합수단을 선
택한 것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독립변인 중 통근시간과 통근비용은 조건부로
짓모형에서 선택 한정적 변수로 활용되었다. 이 두
변인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매년 구축하는 국가교
통DB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른 통근수단별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을 선택대안과 비선택대안에 대
해 각각 도출하여 적용한다. 이들 변수가 일반화변
수이고, 혼합로짓모형에서는 통근시간과 통근비용
의 2가지 선택한정 변수 외에 인구학적, 사회·경제
적 변인 및 지역의 접근성 등 지역변인을 활용했으
며 이 내용은 <표 1>에 설명되어 있다. 개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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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변인의 효과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면 다음

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지표는 Hansen

과 같다.

(1959)이 정의한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의 잠재력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므

(potentials of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로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지표의 의미는 특정지역이

지만 고령층의 경우에는 신체적 능력 및 대중교통

가지는 잠재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교통의 산출물

정책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확률이 높아질 가

(Travel outcomes), 지역개발, 헤도닉(Hedonic)

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많은 연구에서 활

고학력자일수록 통근거리가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용되어 왔다. 지표 추정은 이 연구는 조남건 등

있다(전은하·이성우, 2007; Lee and McDonald,

(2004), 김찬성(2020)과 같은 아래의 식 7)과 식

2003). 이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력이 통근 거리뿐

8)을 이용하였다.

만 아니라 통근수단 선택과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남성, 고학력자는 대중교통 수

식 7)

단에 비해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

도로접근성    










               ≠  


측하였다.
성별과 학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도 통
근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종
사상 지위 및 직업은 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변수
로,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 및 사업을 하는 경우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 높을 것으





식 8)

철도접근성   














          
    ≠   





로 예측하였다. 직업 수준 또한 전문직일수록 자가
용을 이용해 통근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식에서  은 우리나라 시·군·구 수를 의미하

한편,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차가에 거주하는

며 여기에서는 247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5

경우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기

년과 2015년의 지역별 접근성을 계산하였다.   ,

때문에 자가에 거주하는 통근자의 대중교통 이용

 는 각각  지역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도

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모든 가구원이 자

로 및 철도 이용 시 소요되는 통행시간을 의미한다.

가용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는  지역이 출발지인 통행자 수이며   는  지

되기 때문에 가구당 노동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
측된다.
마지막 변인은 교통접근성지표이다. 지역의 교
통접근성이 통근수단 선택과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도로접근성 및 철도접근성

역이 도착지인 통행자 수를 의미한다. 각 연도의 지
역 간 통행시간은 해당 연도의 국가교통DB의 수단
별 기종점통행량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통수요
분석프로그램인 emm4에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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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서울지역에서의 도로 및 철도 접근성은

경우 2005년 대비 2015년 도로접근성의 변화에

시외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

비해 철도접근성의 개선이 현저한 것으로 드러났

도권지역에서의 도로 및 철도접근성은 2005년 대

다(<부록 1> 참조).

비 2015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외지역의

<표 1> 변인설명
변인

내용

종속변인
MODE

버스, 기차, 복합수단, 자가용

TRAVTIME
TRAVCOST

통근시간
통근비용

AGE
AGE_SQ
GENDER
SCHOOL1
SCHOOL2
SCHOOL3

연령
연령× 연령
남자(=1), 여자(=0)
고졸 이하(참조집단)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STATUS1
STATUS2
STATUS3
JOB1
JOB2
JOB3
JOB4
JOB5
JOB6

고용원을 둔 사업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
임금, 봉급 근로자(참조집단)
전문직
사무,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수산업
기능직
일용노동직(참조집단)

OWN
NO_WORK

자가(=1), 차가(=0)
가구당 노동자 수 2명 이상(=1), 1명(=0)

LOCATE1
LOCATE2
LOCATE3
LOCATE4
LOCATE5
LOCATE6
LOCATE7
LOCATE8
LOCATION1
LOCATION2
LOCATION3
LOCATION4

종로구, 중구, 용산구(참조집단)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인천(참조집단)
서울 인접
서울 근교
서울 외곽

ROAD
RAIL

직장 소재지의 도로접근성
직장 소재지의 철도접근성

독립변인

인구학적변인

사회·경제적변인

가구변인

지역변인

접근성변인

교통접근성의 변화가 수도권 통근자의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05-2015

V. 분석결과

서울에서 시외 지역으로 통근하는 경우 버스 이
용률은 약 3%p 감소하였으며 기차 이용률은 소폭
상승하였다. 복합수단의 경우 2005년 8.44%에서

1. 수도권 통근자의 현황 분석

2015년 16.6%로 이용률이 2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한편, 자가용 이용률이 가장 높았는데 2005년에는

<표 2>는 2005년, 2015년 수도권 거주자의 통
근권역별 통근수단 이용 현황을 보여준다. 우선 서

이용률이 50%를 넘었으나 2015년에는 47.89%로
하락하였다.

울 내의 통근자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중 버스 이

시외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경우의 버스 이

용률은 감소하였다. 2005년 22.82%의 통근자가

용률은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약 3.4%p 감소

버스를 이용했지만, 2015년에는 버스의 이용률이

하였다. 2005년에는 23.12%의 통근자가 기차를

18.07%로 하락하였다. 기차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이용해 통근을 했지만, 2015년에는 25.19%의 통

2005년과 2015년 모두 기차 이용률이 가장 높음을

근자가 기차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이용률이 소

확인할 수 있다. 기차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비율은

폭 증가하였으며, 복합수단의 경우 이용률이 2배

2005년에는 36.36%였지만 2015년에는 38.04%

가까이 상승하였다. 통근수단으로 자가용을 선택

로 상승하였다. 복합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사람

한 통근자의 비율은 2005년에는 47.7%였던 것이

들의 비율은 2005년 9.81%에서 2015년 18.61%

2015년에는 36.2%로 약 11%p의 감소폭을 보였

로 2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자가용 이용의 경우

다. 서울-시외 간 이러한 변화는 같은 기간 중 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약 6%p 감소하였다.

루어진 전철구간의 교외 확충과 환승제도의 공간

이러한 경향은 서울 지하철의 지속적인 노선 확장

적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및 신규 노선 개통, 대중교통 환승제도 도입 등의

수도권 거주자 중 서울 시내 통근자의 비율은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

2005년 40.65%에서 2015년 34.38%로 감소하였

단된다.

고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비율 또한 2005년

<표 2> 수도권 거주자의 통근권역별 통행수단, 2005-2015
서울-서울
버스
22.82
기차
36.36
복합수단
9.81
2005
자가용
31.01
총합
40.65
버스
18.07
기차
38.04
2015
복합수단
18.61
자가용
25.28
총합
34.38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통계청.

서울-시외
19.49
18.49
8.44
53.58
7.32
16.08
19.43
16.60
47.89
7.63

시외-서울
19.79
23.12
11.83
45.25
16.19
16.40
25.19
22.21
36.20
17.99

(단위: %)
시외-시외
31.87
3.90
0.00
64.23
35.84
26.76
5.05
6.57
61.62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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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에서 2015년 52.47%로 감소하였으나 여

이 기간 중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라 이루어진 직장

전히 절반이 넘는 통근자가 서울로 통근하고 있었

의 교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부록 2 참

다. 같은 기간 중 시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조).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OD(origin-

통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destination)에서 선정된 통근수단별 표본을 통해

경향은 이 시기 서울 근교 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교통연구원에서 계산한 집계자료라는 측면에서 한

지속 추진해 서울의 주거 기능이 분산된 데 기인하

계를 가진다.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에서 시외 지역으로

이 연구는 교통연구원이 제공한 출발지와 도착

통근하는 사람들과 시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외

지에 따른 통근수단별 시간 및 비용 변수를 인구주

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승하였는데,

택총조사 자료의 개인별 통근수단 선택과 결합하

이는 전반적으로 서울에 집중되었던 IT 중심의 산

여 통근수단 선택의 권역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업 시설이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분산

선택한정 변수 자체로는 통근수단 간 차별성을 반

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 연구에서 적용한 조건부로짓모형을 이용할 경
우 통근수단별 선택 확률과 한계효과의 분석을 통

2. 통근수단별 통근시간과 통근비용: 조건부
로짓모형

해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
<표 3>은 조건부로짓모형을 활용하여 2005년
과 2015년 수도권 거주자의 통근권역별 통근수단

수도권을 기반으로 통근선택을 통근시간과 비

선택을 분석한 결과이다. 독립변인으로 자가용 선

용의 함수로 설정하고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전은

택에 대한 버스, 기차와 복합수단의 ASCs 변인과

하·이성우(200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선택 한정적 변수인 통근시간과 통근비용을 통제

들의 연구는 복합통근수단을 제외하고 분석하고

한 상태에서 통근수단 선택을 분석하였다.

있다는 측면과 도로 및 철도접근성과 같은 SOC변

먼저 서울 시내에서의 통근을 살펴보면 2005년

인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당 연구와 차별

에는 통근시간과 통근비용이 증가할수록 자가용에

성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통근은 자

비해 다른 통근수단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

가용+기차, 기차+버스, 도보+대중교통 등과 같은

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통근시간이 증가하

다양한 복합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면 대체 통근수단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

하면, 이러한 복합통근 선택이 내재되어 있는 당

로 나타났다. 2005년 서울 시내 통근자의 경우 통

연구가 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하겠다.

근시간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대체통근수단 선
-0.0210

2005년 대비 2015년의 통근시간과 비용은, 서

택의 확률은 0.9792배(=e

울 시내의 경우 대중교통 환승제의 영향으로 비용

0.0200

년에는 1.0202배(=e

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는 통근비용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대체통근

하지만 서울과 경기/인천을 교차 통근하는 경우 시

수단을 선택할 확률이 0.8251배 (=e

간과 비용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로 낮아지나 2015

)로 상승하였다. 2015년
-0.1922

-0.1111

하여 2005년 0.8948배(=e

)로 감소

)에 비해 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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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01

-0.0268

따라 대체통근수단 선택 확률은 0.9736배(=e

)

-0.007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0.9930배(=e

) 감소

서울-시외 통근은 2005년과 2015년 모두 통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비용이 한 단위 변화함

시간과 통근비용이 증가할수록 자가용보다 다른

에 따라 대체통근수단 선택 확률은 2005년 0.92

통근수단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49배(=e

됐다. 통근시간이 한 단위 변화할 때 2005년은 대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근

-0.0190

체통근수단을 선택할 확률이 0.9812배(=e

)

시간의 변화에 따른 대체 통근수단 선택 확률의 변

) 낮아지는 것으로

화는 작아지나 통근비용의 변화에 따른 대체 통근

나타났다. 통근비용의 경우 한 단위 변화할 때
-0.0650

수단 선택 확률의 변화는 증가하였다.

)로 낮아지며 2015

<표 4>는 <표 3>의 결과를 이용하여 통근시간

)배 낮아지는 것으로 분

및 비용에 따른 통근권역별 통근수단의 선택 확률

2005년에는 0.9371배(=e

-0.1391

년에는 0.8701배(=e

-0.1753

), 2015년에는 0.8392배(=e

),

-0.0028

2015년에는 0.9972배(=e

-0.0780

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관측치와 유사한 결과를 보

석되었다.
시외-서울 통근자도 2005년과 2015년 모두 통

여주고 있다.

근시간과 통근비용이 증가할수록 자가용에 비해

서울 시내 통근은 버스를 이용할 확률은 감소하

다른 통근수단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였는데, 2005년 26.59%에서 2015년 14.68%로 이

나타났다. 2005년에 통근시간이 한 단위 증가함에

용확률이 약 12%p 감소하였다. 기차의 이용확률은

<표 3> 수도권 통근자의 통근수단 선택
서울-서울
bus
ASC

2005

서울-시외
multi

bus

train

시외-서울
multi

bus

0.2987*** 0.5999 *** -0.7881*** -0.6192*** -0.5654*** -1.5342*** -0.2138***

train

multi

0.0047*** -0.8840***

travtime

-0.0210***

-0.0190***

-0.0268***

travcost

-0.1111***

-0.0650***

-0.0780***

N

40,057

7,219

15,954

-2LL
without
covariates

111,062

20,015

44,234

with
covariates

103,321

16,830

40,195

ASC

2015

train

-0.9618*** -0.0245*** -0.6931*** -1.4044*** -1.1840*** -1.2607*** -0.9856*** -0.5584*** -0.5994***

travtime

0.0200***

-0.0028*

-0.0070***

travcost

-0.1922***

-0.1391***

-0.1753***

N

34,800

7,935

18,281

-2LL
without
covariates

96,486

22,000

50,686

with
covariates

92,486

19,849

48,930

***p<.01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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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9.65%로 약 6.6%p 상승하였다. 복합수

을 이용할 확률은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단을 선택할 확률은 2005년 7.85%에서 2015년

결과는 대중교통 환승제도 도입 등 대중교통 정책

21.42%로 세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반면, 자가용

의 변화가 실제 수도권 거주자의 대중교통 이용 확

을 이용해 통근할 확률은 감소하였다. 즉 2005년에

률을 상승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비해 2015년에 통근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선택할

<표 5>는 통근비용에 따른 통근권역별 한계효
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건부로짓모형에서의 한

확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외 통근자의 버스 이용 확률은 2005년
20.57%에서 2015년 15.47%로 감소하였다. 기차

계효과는 통근수단의 범주에 따라 다음의 두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의 이용확률은 약 2.3%p 상승하였으며 복합수단
을 선택할 확률은 2005년 7.13%에서 2015년
16.96%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자가용을 선
택할 확률 또한 서울 시내 통근과 마찬가지로 감소
하였으며 2015년에는 절반 이하의 확률로 자가용

식 9)

 
        

 
 

식 10)      
 


을 선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외 통근의 경
우 또한 2015년에 통근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선택

여기에서 하첨자  는 선택이 가능한 통근수단
들로서   는 특정 통근수단의 대체 통근수단을 의

할 확률이 상승하였다.
시외-서울 통근자의 통근수단 선택확률의 경우

미한다. 따라서 식 9)는 설명변수가 한 단위 변화

도 버스의 이용 확률은 하락하였는데 2005년

할 때 특정 통근수단의 이용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

21.90%에서 2015년 16.24%로 줄어들고 있다. 기

를 나타내며 식 10)은 설명변수가 변화 시 대체 통

차의 이용확률은 2015년 25.58%로 약 2.5%p 높

근수단 이용 확률의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통근수

아졌고 복합수단의 이용 확률은 2005년 9.19%에

단별 한계효과는 특정 통근수단의 이용 변화에 대

서 2015년 22.35%로 상승하였다. 자가용의 이용

한 대체 통근수단의 이용 정도를 의미한다는 점에

확률은 2005년 45.90%에서 2015년 35.84%로

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락하였으며 다른 통근권역에 비해 그 하락폭이

서울 시내 통근자의 통근비용 증가에 따른 통

더욱 크다. 모든 통근권역에서 전반적으로 대중교

근수단 한계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통을 이용할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복합수단

버스의 통근비용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버스 선택

<표 4> 통근시간 및 비용에 따른 통근권역별 통근수단 선택확률
2005

2015

서울-서울

서울-시외

시외-서울

서울-서울

서울-시외

시외-서울

버스

0.2659

0.2057

0.2190

0.1468

0.1547

0.1624

기차

0.3298

0.1874

0.2301

0.3965

0.2005

0.2558

복합수단

0.0785

0.0713

0.0919

0.2142

0.1696

0.2235

자가용

0.3258

0.5356

0.4590

0.2426

0.4752

0.3584

교통접근성의 변화가 수도권 통근자의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05-2015

확률이 2.17% 감소하며 2015년에는 2.35% 감소

2015년에는 25.1%의 통근자가 복합수단으로 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근수단의 경우도 동

체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가용을 대체할 경우

일하게 통근비용의 증가에 따른 한계효과의 크기

2015년에 28.2%의 통근자가 복합수단을 이용할

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시내 통근자는 통근수단

것으로 예측되었다.

간 대체가 점차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서울-시외 통근자의 경우 통근비용이 한 단위

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통근수단별

변화할 때 버스 이용의 한계효과는 2005년 1.06%,

대체 효과의 경우 자가용으로 대체할 확률은 낮아

2015년에는 1.8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고 있으며 복합수단으로 대체할 확률은 높아지

른 통근수단들 또한 통근비용의 증가에 따른 한계

고 있다. 통근비용 증가에 따라 버스에서 다른 수

효과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통근수단별 대체 효

단으로 대체할 경우 2005년에는 그중 10.69%의

과를 살펴보면 서울 시내와 동일하게 자가용으로

통근자가 복합수단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대체할 확률은 감소하였으며 복합수단으로 대체할

<표 5> 통근비용에 따른 통근권역별 통근수단 한계 효과

서울-서울

2005

서울-시외

시외-서울

서울-서울

2015

서울-시외

시외-서울

버스

기차

복합수단

자가용

버스

-0.0217(100%)

0.0097(44.93%)

0.0023(10.69%)

0.0096(44.38%)

기차

0.0097(39.67%)

-0.0246(100%)

0.0029(11.71%)

0.0119(48.61%)

복합수단

0.0023(28.85%)

0.0029(35.79%)

-0.0080(100%)

0.0028(35.35%)

자가용

0.0096(39.44%)

0.0119(48.92%)

0.0028(11.64%)

-0.0244(100%)

버스

-0.0106(100%)

0.0025(23.59%)

0.0010(8.97%)

0.0072(67.43%)

기차

0.0025(25.32%)

-0.0099(100%)

0.0009(8.77%)

0.0065(65.91%)

복합수단

0.0010(22.15%)

0.0009(20.18%)

-0.0043(100%)

0.0025(57.67%)

자가용

0.0072(44.30%)

0.0065(40.35%)

0.0025(15.35%)

-0.0162(100%)

버스

-0.0133(100%)

0.0039(29.46%)

0.0016(11.77%)

0.0078(58.77%)

기차

0.0039(28.44%)

-0.0138(100%)

0.0016(11.94%)

0.0082(59.62%)

복합수단

0.0016(24.11%)

0.0016(25.34%)

-0.0065(100%)

0.0033(50.55%)

자가용

0.0078(40.47%)

0.0082(42.53%)

0.0033(16.99%)

-0.0194(100%)

버스

-0.0235(100%)

0.0109(46.38%)

0.0059(25.11%)

0.0067(28.51%)

기차

0.0109(24.33%)

-0.0448(100%)

0.0159(35.49%)

0.0180(40.18%)

복합수단

0.0059(18.73%)

0.0159(50.48%)

-0.0315(100%)

0.0097(30.79%)

자가용

0.0067(19.48%)

0.0180(52.33%)

0.0097(28.20%)

-0.0344(100%)

버스

-0.0181(100%)

0.0043(23.76%)

0.0036(19.89%)

0.0102(56.35%)

기차

0.0043(19.37%)

-0.0222(100%)

0.0047(21.17%)

0.0132(59.46%)

복합수단

0.0036(18.46%)

0.0047(24.10%)

-0.0195(100%)

0.0112(57.44%)

자가용

0.0102(29.48%)

0.0132(38.15%)

0.0112(32.37%)

-0.0346(100%)

버스

-0.0225(100%)

0.0069(30.67%)

0.0060(26.67%)

0.0096(42.67%)

기차

0.0069(21.84%)

-0.0316(100%)

0.0095(30.06%)

0.0152(48.10%)

복합수단

0.0060(20.91%)

0.0095(33.10%)

-0.0287(100%)

0.0132(45.99%)

자가용

0.0096(25.26%)

0.0152(40.00%)

0.0132(34.74%)

-0.03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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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은 증가하였다. 버스를 대체하는 경우 복합수

연구는 모든 모형에서 VIF가 5를 초과하는 독립변

단으로 대체할 확률은 8.97%에서 19.89%로 상승

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다중공선성의

했고, 자가용을 대체할 경우에도 15.35%에서 32.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37%로 상승하였다.

우선 서울 시내 통근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

시외-서울 통근자의 통근비용 증가에 따른 한계

질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효과를 살펴보면, 2005년 버스 이용 시 통근비용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낮을 것으

이 한 단위 증가 할 때 버스 이용 확률이 1.33% 감

로 나타났다. 연령의 제곱변인은 대중교통 이용확

소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2015년에는 2.25% 감소

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연령이 증가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차, 복합수단 및 자가용의

수록 대중교통 이용확률의 한계효과가 점차 작아

통근비용의 변화에 따른 선택확률 변화도 동일한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차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근수단별 대체 효과를

이용확률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다른 통근권역의 결과와 동

성별과 학력의 경우 버스의 이용확률의 감소폭이

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통근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의 증가로 인해 다른 수단으로 통근수단을 대

사회·경제적변인 중 종사상 지위의 경우, 고용

체할 경우 자가용을 선택할 확률은 점차 감소하고

원을 둔 사업주(status1)와 자영업자(status2)의

있으며, 복합수단으로 대체할 확률은 점차 상승하

대중교통 이용확률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을 것

고 있다. 특히 자가용을 대체할 경우 34.74%의 통

으로 예측되었다. 사업주의 자가용 이용 확률은 자

근자가 복합수단으로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자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별
로도 통근수단 선택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일용노
동직 집단(job6)에 비해 모든 직업군에서 자가용을

3. 통근수단선택의 결정요인: 혼합로짓모형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직 종사자
(job3)의 버스와 기차 이용 확률이 가장 낮고 농림

이 연구에서는 통근시간 및 통근비용과 같은 선
택 한정적 변수뿐만 아니라 개인 및 지역적 특성이

수산업 종사자(job4)의 복합수단 이용 확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혼

가구변인을 살펴보면 자가를 소유할 경우(own)

합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표 6>은 혼합로짓모형

통근수단으로 자가용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을 이용하여 2015년 수도권 통근자의 통근수단 선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가를 소유하는 경우 소득

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로접근성을 포함하

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여 분석한 결과이며 <표 7>은 철도접근성을 포함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용 이용 확률이 높다는 선행

한 분석 결과이다. <표 6>과 <표 7>에 제시된 회귀

연구(신상영, 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판단할

모형의 경우 다수의 독립변인을 통제하는 연유로

수 있다. 가구당 노동자의 수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2명 이상일 경우(no_work) 대중교통 이용 확률이

교통접근성의 변화가 수도권 통근자의 통근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05-2015

낮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가용의 이용이

변인은 서울 시내 통근자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데 기인하는

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학

것으로 판단된다.

력일수록 자가용 이용 확률이 높을 것으로 드러났

지역의 특성 또한 통근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칠

다. 사회·경제적 변인의 경우 고용원을 둔 사업주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도로접근성과 철도접근

와 자영업자의 자가용 이용확률은 임금근로자에

성은 각각 버스 이용 확률에는 부(-)의 효과를 미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직업군별로 통근

치고 기차 및 복합수단 이용 확률에는 정(+)의 효

수단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직

과를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도로접근성이

종사자의 버스 이용확률이 가장 낮고 농림수산업

향상될 경우 경로선택 및 전환이 용이하다(김명수,

종사자의 기차 및 복합수단 이용 확률이 가장 낮을

2013)는 점에서 버스에 비해 자가용을 이용할 확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구변인을 살펴보면 자가를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도

소유할 경우 서울 시내 통근자와 동일하게 버스,

로접근성의 개선은 기차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등

기차 및 복합수단 이용 확률에 부(-)의 효과를 미

다른 수단과의 연계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기차

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노동자 수가 2명 이상

및 복합수단 이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일 경우도 자가용 이용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

으로 판단된다. 철도접근성이 향상되는 경우 기차

났다.

및 복합수단 이용 시 편의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로접근성은 (통계적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시내

유의성은 부족하지만) 버스 이용 확률에 부(-)의 영

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버스 이용 확률은 서

향을 미칠 것으로 드러났으나, 기차 및 복합수단 이

울 시내 전 지역에서 자가용에 비해 낮을 것으로

용 확률에는 정(+)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

예측되었다. 강남구, 송파구(locate7, locate8) 등

다. 반면 철도접근성은 모든 대중교통 이용 확률에

서울 동남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기차 및

정(+)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시외 지역으

복합수단 이용 확률은 자가용 이용 확률에 비해 높

로 통근하는 경우 서울 시내에 비해 교통 혼잡의

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하철 9호선 개통,

정도가 약하다는 점에서 도로접근성의 향상은 버스

2011년 신분당선 개통, 2012년 분당선 연장 등

보다는 자가용 이용을 촉진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지하철 이용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철도접근성의 경우 철도 이용여건의 향상은 기차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

만 아니라 버스 이용 시에도 다른 수단과의 연계성

된다. 한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거주자

의 향상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의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대중교통 이용 확률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지를 지역별로 살펴

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다른

보면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했지만 전 지역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은 데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

에서 버스 이용 확률은 낮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된다.

차 및 복합수단 또한 전 지역에서 이용 확률이 낮

서울-시외 통근은 연령, 성별, 학력 등과 같은

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서울-시외 통근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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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특성은 대중교통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정(+)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외

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곽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울 인접 지역 거

시외-서울 통근자의 통근수단 선택 요인을 살

주자의 대중교통 이용확률은 높을 것으로 예측되

펴보면, 연령, 성별, 학력의 인구학적 변인은 다른

었다. 서울 근교 거주자와 서울 외곽 거주자의 버

통근권역 통근자와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

스 이용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차 및 복

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학력일수록

합수단 이용 확률은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가용 이용 확률이 높을 것으로 드러났다. 종사상

서울 인접지역에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대

지위와 직업군의 사회·경제적 변인도 통근수단 선

중교통 이용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도

택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금

권 지역의 도로망 개선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지속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 및 사업주의 대중교통 이용

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

확률이 낮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사업

간 존재하는 대중교통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서울

주의 대중교통 이용 확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

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중교통 이용 확률이 낮

되었다. 직업군에 따른 통근수단 선택을 살펴보면

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일용노동직 집단에 비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자가용 이용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
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농
림수산업 종사자의 자가용 이용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시내에서 농업이 이루어
지는 곳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상대적
으로 미흡한 서울 외곽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를 소유할 경
우 다른 통근권역 통근자와 동일하게 대중교통 이
용 확률이 낮을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당 노동자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버스를 이용할 확률은 높아
지나 기차 및 복합수단을 이용할 확률은 낮아질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로접근
성은 대중교통 이용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통근권역과 달리 도로접근
성의 향상이 버스 이용확률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접근성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표 6> 개인 및 지역특성이 수도권 거주자의 통근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15(도로접근성)
bus
6.4544***

ASC
travtime
travcost
age
-0.2323***
age_sq
0.0023***
gender
-1.2702***
school2
-0.6479***
school3
-1.1692***
status1
-1.3132***
status2
-0.7365***
job1
-0.5457***
job2
-0.4055***
job3
-0.6004***
job4
-0.1397
job5
-0.4321***
own
-0.4101***
no_work
-0.1425***
locate2
-0.4261***
locate3
-0.3925***
locate4
-0.0366
locate5
-0.3156***
locate6
-0.2253***
locate7
-0.4108***
locate8
-0.5888***
location2
location3
location4
road
-0.0098***
N
-2LL without
covariates
with
covariates
***p<.01 **<.05 *<.10

서울-서울
train
5.6751***
0.0401***
-0.2294***
-0.2458***
0.0024***
-0.7516***
-0.2332***
-0.5392***
-1.5651***
-0.9910***
-0.3499***
-0.1887***
-0.3912***
-0.1394
-0.3831***
-0.2997***
-0.1824***
0.3201***
0.3996***
0.1384**
0.0579
0.4047***
-0.4419***
-0.3076***

0.0402***
34,800

multi
4.1632***

bus
5.2934***

-0.1999***
0.0020***
-0.6449***
-0.1506***
-0.2912***
-1.3299***
-0.8205***
-0.2914***
-0.1775**
-0.4027***
-1.4328
-0.4773***
-0.1940***
-0.1107***
0.0173
0.3161***
0.1366
0.1240
0.3088***
-0.4139***
-0.3132***

-0.2111***
0.0021***
-1.1213***
-0.4905***
-0.3444***
-1.6715***
-0.9015***
-0.0113
-0.1044
-0.4741***
-0.2067
-0.3087**
-0.4535***
-0.1843***
-0.1542
-0.6550***
-0.1177
-0.2137
-0.0822
-0.0503
-0.0490

0.0279***

-0.0013

서울-시외
train
5.8518***
0.0013
-0.1678***
-0.2694***
0.0029***
-0.8351***
-0.1053
-0.4139***
-1.9667***
-0.9422***
-0.3242**
-0.3942***
-0.5900***
-2.5179**
-0.6703***
-0.4202***
-0.0605
-0.1089
-0.2236
-0.3419*
-0.4638***
-0.0191
-0.8594***
-0.7023***

0.1026***
7,935

multi
3.8641***

bus
5.2213***

-0.1899***
0.0019***
-0.8105***
0.0972
0.0860
-1.4601***
-0.9580***
-0.1394
-0.1783
-0.4557***
-0.8933
-0.2817*
-0.3080***
-0.1250*
-0.2484
-0.1053
-0.2599
-0.3129*
-0.0424
-0.6209***
-0.6168***

-0.2523***
0.0025***
-1.0023***
-0.2481***
-0.4861***
-1.6002***
-0.9014***
-0.3660***
-0.3017***
-0.4529***
-1.5646**
-0.4340***
-0.2407***
0.0065

0.0840***

1.2196***
0.6722***
0.1134
0.0079***

시외-서울
train
6.5900***
-0.0082***
-0.2716***
-0.2743***
0.0028***
-0.7880***
-0.2045***
-0.5712***
-1.3756***
-0.8817***
-0.0983
-0.1071
-0.2985***
-1.6468**
-0.2835***
-0.1401***
-0.0041

0.0787
-0.6083***
-1.0025***
0.0162***
18,281

96,486

22,000

50,686

85,001

18,122

45,335

multi
5.0461***

-0.2357***
0.0024***
-0.6572***
-0.0552
-0.1797**
-1.2547***
-0.7809***
0.1664
0.1294
-0.1586
-1.7075**
-0.2107*
-0.0352
-0.0524

0.1748**
-0.1652**
-0.4333***
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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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인 및 지역특성이 수도권 거주자의 통근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15(철도접근성)

ASC
travtime
travcost
age
age_sq
gender
school2
school3
status1
status2
job1
job2
job3
job4
job5
own
no_work
locate2
locate3
locate4
locate5
locate6
locate7
locate8
location2
location3
location4
rail
N
-2LL without
covariates
with covariates
***p<.01 **<.05 *<.10

bus
6.5006***

-0.2323***
0.0023***
-1.2673***
-0.6460***
-1.1708***
-1.3158***
-0.7387***
-0.5446***
-0.4031***
-0.5988***
-0.1403
-0.4331***
-0.4098***
-0.1431***
-0.4273***
-0.3971***
-0.0401
-0.3183***
-0.2258***
-0.4081***
-0.5853***

-0.0090***

서울-서울
train
5.7829***
0.0394***
-0.2296***
-0.2459***
0.0024***
-0.7518***
-0.2308***
-0.5318***
-1.5629***
-0.9850***
-0.3482***
-0.1820***
-0.3874***
-0.1515
-0.3858***
-0.2994***
-0.1821***
0.3072***
0.3865***
0.1429*
0.0413
0.3998***
-0.4472***
-0.3254***

0.0295***
34,800

multi
4.2355***

bus
5.2894***

-0.1999***
0.0020***
-0.6449***
-0.1490***
-0.2858***
-1.3292***
-0.8168***
-0.2898***
-0.1724**
-0.4180***
-1.4416
-0.4790***
-0.1936***
-0.1104***
0.0096
0.3099***
0.1411
0.1139
0.3078***
-0.4155***
-0.3256***

-0.2133***
0.0021***
-1.1197***
-0.4927***
-0.3410***
-1.6779***
-0.8987***
-0.0165
-0.1048
-0.4830***
-0.2083
-0.3070**
-0.4490***
-0.1850***
-0.1512
-0.6486***
-0.1228
-0.2218
-0.0868
-0.0544
-0.0456

0.0206***

0.0043

서울-시외
train
6.1200***
0.0019
-0.1644***
-0.2648***
0.0028***
-0.8461***
-0.0715
-0.4024***
-1.9824***
-0.9624***
-0.2858**
-0.3800***
-0.5642***
-2.6069**
-0.6894***
-0.4254***
-0.0616
-0.1083
-0.2684
-0.3844**
-0.5071***
-0.0401
-0.8493***
-0.6980***

0.0281***
7,935

multi
4.0314***

bus
5.2563***

-0.1864***
0.0019***
-0.8249***
0.1185
0.0922
-1.4648***
-0.9692***
-0.1172
-0.1662
-0.4338**
-0.9538
-0.2965**
-0.3116***
-0.1236*
-0.2439
-0.1335
-0.2890
-0.3407*
-0.0536
-0.6140***
-0.6081***

-0.2523***
0.0025***
-1.0016***
-0.2448***
-0.4806***
-1.5997***
-0.9007***
-0.3659***
-0.3004***
-0.4515***
-1.5626**
-0.4368***
-0.2411***
0.0061

0.0273***

1.2249***
0.6738***
0.1121
0.0049**

시외-서울
train
6.6325***
-0.0084***
-0.2737***
-0.2742***
0.0028***
-0.7875***
-0.2008***
-0.5642***
-1.3753***
-0.8802***
-0.0979
-0.1050
-0.2965***
-1.6445**
-0.2864***
-0.1401***
-0.0045

0.0829
-0.6074***
-1.0043***
0.0114***
18,281

96,486

22,000

50,686

85,048

18,243

45,345

multi
5.0783***

-0.2356***
-0.6566***
-0.0520
-0.1730**
-1.2544***
-0.7796***
0.1670
0.1315
-0.1567
-1.7047**
-0.2127*
-0.0349
-0.0527

0.1775***
-0.1648**
-0.4334***
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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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통근을 제외한 서울을 중심으로 교차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는 두 통근권역의 경우 철도접근성의 향상은 대

첫째,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수도권 거주자

중교통 이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중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통근의 경우 또한

고 있다. 통근수단별 이용률을 보면 통근권역과 관

철도접근성의 향상은 기차 및 복합수단 이용 확대

계없이 버스와 자가용의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으

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0년 현재 서

나 기차 및 복합수단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철도의 경우 3개 노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인근 대중교통 환

선의 광역급행철도(GTX)와 GTX 환승센터 건설,

승제도 도입, 수도권 지하철의 지속적인 노선 확장

그리고 도로의 경우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2경부고

및 신규 노선 개통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변화

속도로 등 서울과 수도권 내 외곽지역 간의 접근성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선될 수 있는 주요 SOC사업이 추진되고 있

둘째, 선택 한정적 변수를 활용한 조건부로짓모

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로망의 개선보다는 수도권

형 분석 결과, 통근비용이 증가하면 대체 통근수단

광역급행철도의 개통과 같은 철도망의 개선이 수

을 선택할 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도권 지역의 철도접근성을 향상을 통해 자가용 이

통근권역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근 시간에는

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의 증대와 같은 친환경

둔감하게 반응하나 통근비용에는 보다 민감하게

교통정책의 목표에 더욱 부응하리라 판단된다.

반응하였다. 시간 및 비용에 따른 통근수단 선택확
률을 살펴보면 서울 시내 통근의 경우 자가용 이용
확률은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약 6%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울-시외 통근자의 자가용 이

VI. 결론

용 확률은 10년 사이 약 5.5%p 하락하였으나 여
전히 절반에 가까운 통근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외-서울 통근자 또한 자가용을

1980년대 이후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할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이용 확률의 하락

추진되었던 서울 주변의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지

폭이 다른 통근권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클 것으로

역에서 통근시간 증가 및 교통 혼잡 등의 부정적

예측되었다. 모든 통근권역에서 복합수단을 이용할

효과를 야기하였다. 자족기능이 부재하는 신도시

확률은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약 2배 상승한 것

개발 정책은 직주 분리의 심화로 인한 광역통근문

으로 나타났다.

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른 통근시간 증가 및 교

셋째, 통근비용 증가에 따른 통근수단 간의 대

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은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

체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해지고 있다. 즉,

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을 중심축으로 하여 수도권

통근비용이 증가할수록 다른 수단을 이용할 가능

통근자들의 통근 행태 및 변화를 특히 교통접근성

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복합수단으

의 변화와 그 영향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로 대체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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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자가 통근비용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자가용을

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시외-서울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경우 2005년에는 11.64%

통근의 경우 도로접근성은 대중교통 이용 확률과

의 통근자가 복합수단으로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로접

으나 2015년에는 28.20%의 통근자가 복합수단

근성의 향상은 기차 및 복합수단뿐만 아니라 버스

을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외 통근과 시

이용 확률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서울 통근의 경우도 서울 시내 통근과 동일한

여섯째, 서울 내 통근자 중 강남구, 서초구를 제

경향을 보였다. 시외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경

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차 및 복합수단의 이용확률

우 통근비용의 변화에 따른 자가용 이용 확률의 한

은 자가용 이용 확률에 비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

계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

다. 서울-시외 통근의 경우 전 지역에서 대중교통

교통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

을 이용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시외-서

한다. 점차 복합수단의 자가용 대체율은 상승하고

울 통근자를 살펴보면 서울 인접 지역에 거주할 경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우 버스, 기차 및 복합수단의 이용 확률은 상승하

(GTX)의 개통은 수도권 통근자의 자가용 이용을

지만, 서울 인접 지역에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갈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록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확률은 낮아질 것으

넷째, 개인 및 지역의 특성 또한 통근수단 선택

로 밝혀졌다.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이 높아질

통근은 경제적,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주가

건강 등 개인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광범위한 연

자영업자 및 임금 근로자에 비해, 자가를 소유할 경

구대상으로, 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

우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고 있는 수도권의 권역 간 통근이 증가하고 있는

직업군별로도 통근수단 선택에 차이를 보였는데,

상황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

시외-서울 통근자 중 농업 종사자의 자가용 이용확

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수

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당 노동자

도권 대중교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로 하는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두 가지 수도권 교통SOC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면

확률은 낮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외-서울 통근의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경우 버스 이용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수도권에 기존에 계획되고 있는 철도 중

다섯째, 지역의 도로접근성은 서울 시내 통근과

심의 광역교통체계망 구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서울-시외 통근의 경우 버스 이용 확률과는 부(-)

위해서는 정차역 인접지역에 대한 버스의 접근성

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차 및 복합수단 이용

제고가 가능한 도로망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확률과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천문학적 투자가 예정된 광역철도망 구축사

이것은 도로접근성이 향상되면 버스보다는 자가용

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것임은 물론, 수도권 교

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기차 이용

통소외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시에는 다른 수단과의 연계성이 향상되어 이용 확

에도 효율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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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서울시 및 서울 인접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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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도권지역의 도로접근성 및 철도접근성 변화, 2005~2015
2005

2015

지역

도로접근성

철도접근성

도로접근성

철도접근성

서울

16441.96

18013.25

16480.19

19831.71

시외

6194.88

9811.04

6231.37

11309.73

출처: 국가교통DB, 한국교통연구원

<부록 2> 통근수단별 통근시간과 통근비용, 2005~2015
서울-서울

2005

2015

서울-시외

시외-서울

통근수단

시간(분)

비용(원)

시간(분)

비용(원)

시간(분)

비용(원)

버스

47.09

1250.11

71.34

1528.31

67.56

1324.12

기차

50.98

1284.21

77.92

1872.60

73.01

1618.38

복합수단

53.07

1316.40

76.97

2117.38

73.70

1750.28

자가용

23.02

1288.36

44.31

4212.33

40.67

3811.29

버스

55.55

1250.31

84.00

1632.01

80.01

1407.01

기차

47.73

1278.71

80.12

2345.19

75.15

1807.78

복합수단

44.09

1312.12

73.50

2754.78

69.62

2275.17

자가용

26.06

1459.76

54.00

4543.09

50.01

3982.43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통계청; 국가교통DB, 한국교통연구원

<부록 3> 개인 및 지역특성이 수도권 거주자의 통근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05(도로접근성)
bus
9.3728***

ASC
travtime
travcost
age
-0.3072***
age_sq
0.0034***
gender
-1.3447***
school2
-0.5994***
school3
-1.0702***
status1
-1.2047***
status2
-0.7953***
job1
-1.2270***
job2
-0.8773***
job3
-0.7201***
job4
-1.9281**
job5
-0.8692***
own
-0.4388***
no_work
-0.1163***
locate2
-0.3239***
locate3
-0.1689**
locate4
0.0018
locate5
-0.3210***
locate6
-0.1884**
locate7
-0.3173***
locate8
-0.6638***
location2
location3
location4
road
-0.0080***
N
-2LL without
covariates
with covariates
***p<.01 **<.05 *<.10

서울-서울
train
7.9112***
-0.0070***
-0.1503***
-0.3210***
0.0035***
-0.9219***
-0.1614***
-0.3980***
-1.3373***
-0.9269***
-0.8629***
-0.5808***
-0.5080***
-0.1742
-0.6598***
-0.3079***
-0.1266***
0.6074***
0.5694***
0.2906***
-0.0479
0.4135***
-0.3751***
-0.0128

0.0331***
40,057

multi
5.7584***

bus
7.2762***

-0.2909***
0.0032***
-0.9109***
-0.1422***
-0.1684**
-1.1948***
-0.7695***
-0.8803***
-0.5833***
-0.5926***
-0.2028
-0.6204***
-0.1174***
-0.1374***
0.3702***
0.9283***
0.3086***
0.2922***
0.4963***
-0.4072***
-0.0768

-0.2797***
0.0031***
-1.2323***
-0.4416***
-0.2306*
-2.0387***
-1.3755***
-0.8299***
-0.6604***
-0.6528***
-0.8637*
-0.5253***
-0.3347***
0.0019
-0.0531
-0.2901
-0.0815
0.0411
-0.0212
0.2869
-0.1580

0.0306***

-0.0341***

서울-시외
train
7.0251***
-0.0074***
-0.0973***
-0.3144***
0.0035***
-1.0064***
-0.1768**
-0.4902***
-1.8274***
-1.0012***
-0.5321***
-0.3810**
-0.4891**
-1.4100**
-0.3628**
-0.2540***
0.0232
-0.4993**
-0.6124***
-0.5379***
-1.0233***
-0.2793
-1.0651***
-1.1435***

0.1258***
7,219

multi
6.2393***

bus
6.8115***

-0.3272***
0.0036***
-0.9574***
-0.2454**
-0.2571
-1.5416***
-0.9740***
-0.6871***
-0.4878**
-0.7317***
-12.3686
-0.2850
0.0139
-0.0645
0.1523
0.5410*
0.1794
-0.0378
0.7153**
-0.3127
-0.4012

-0.2901***
0.0032***
-1.0884***
-0.4108***
-0.5354***
-1.4304***
-0.9233***
-0.7562***
-0.6837***
-0.6282***
-2.4955**
-0.7017***
-0.2308***
0.0368

0.0342**

1.1693***
0.7491***
0.3482***
0.0047*

시외-서울
train
7.2521***
-0.0250***
-0.1506***
-0.2929***
0.0033***
-0.7900***
-0.1568***
-0.4984***
-1.5829***
-1.0176***
-0.3414***
-0.2063*
-0.2222*
-11.3196
-0.3411***
-0.3067***
0.0933**

-0.2941***
-0.6762***
-0.9940***
0.0186***
15,954

111,062

20,015

44,234

92,765

14,934

36,569

multi
5.5737***

-0.2728***
-0.9459***
-0.1306**
-0.2316**
-1.3158***
-0.8969***
-0.2299
-0.2370
-0.1943
-0.7520
-0.3416**
-0.1044*
0.0722

-0.1486*
-0.1892**
-0.2151*
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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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개인 및 지역특성이 수도권 거주자의 통근 선택에 미치는 영향, 2005(철도접근성)
bus
9.4623***

ASC
travtime
travcost
age
-0.3077***
age_sq
0.0034***
gender
-1.3413***
school2
-0.5940***
school3
-1.0692***
status1
-1.2080***
status2
-0.7982***
job1
-1.2296***
job2
-0.8767***
job3
-0.7201***
job4
-1.9290**
job5
-0.8712***
own
-0.4386***
no_work
-0.1179***
locate2
-0.3282***
locate3
-0.1819**
locate4
-0.0061
locate5
-0.3287***
locate6
-0.1903**
locate7
-0.3045***
locate8
-0.6554***
location2
location3
location4
rail
-0.0095***
N
-2LL without
covariates
with covariates
***p<.01 **<.05 *<.10

서울-서울
train
8.0631***
-0.0077***
-0.1529***
-0.3210***
0.0035***
-0.9190***
-0.1538***
-0.3872***
-1.3346***
-0.9226***
-0.8626***
-0.5737***
-0.4981***
-0.1925
-0.6602***
-0.3065***
-0.1277***
0.5864***
0.5363***
0.2853***
-0.0692
0.4015***
-0.3796***
-0.0396

0.0244***
40,057

multi
5.8877***

bus
7.4160***

-0.2909***
0.0032***
-0.9080***
-0.1355***
-0.1584**
-1.1929***
-0.7661***
-0.8798***
-0.5769***
-0.5836***
-0.2180
-0.6205***
-0.1159***
-0.1385***
0.3519***
0.9052***
0.3068***
0.2738**
0.4870***
-0.4125***
-0.1040

-0.2807***
0.0031***
-1.2273***
-0.4387***
-0.2252*
-2.0313***
-1.3803***
-0.8271***
-0.6579***
-0.6568***
-0.8652*
-0.5168***
-0.3335***
0.0036
-0.0719
-0.3100
-0.0750
0.0410
-0.0207
0.2904
-0.1808

0.0229***

-0.0288***

서울-시외
train
7.2127***
-0.0093***
-0.0962***
-0.3128***
0.0035***
-1.0228***
-0.1628*
-0.4745***
-1.8572***
-1.0006***
-0.5276***
-0.3889**
-0.4758**
-1.3554**
-0.3897**
-0.2603***
0.0188
-0.4465**
-0.5756***
-0.5474***
-1.0034***
-0.2623
-0.9927***
-1.0435***

0.0687***
7,219

multi
6.3432***

bus
6.8633***

-0.3277***
0.0036***
-0.9646***
-0.2411**
-0.2518
-1.5473***
-0.9755***
-0.6903***
-0.4925**
-0.7315***
-12.3598
-0.2918
0.0130
-0.0664
0.1668
0.5518*
0.1817
-0.0260
0.7249**
-0.2934
-0.3772

-0.2903***
0.0032***
-1.0884***
-0.4041***
-0.5288***
-1.4296***
-0.9229***
-0.7546***
-0.6806***
-0.6283***
-2.4846**
-0.7023***
-0.2314***
0.0362

0.0173

1.1788***
0.7524***
0.3477***
0.0020

시외-서울
train
7.3163***
-0.0253***
-0.1538***
-0.2929***
0.0033***
-0.7896***
-0.1489***
-0.4892***
-1.5814***
-1.0155***
-0.3349***
-0.1982*
-0.2173*
-11.3043
-0.3383***
-0.3063***
0.0926**

-0.2865***
-0.6747***
-0.9908***
0.0135***
15,954

111,062

20,015

44,234

92,835

14,985

36,588

multi
5.6573***

-0.2728***
-0.9448***
-0.1206*
-0.2195**
-1.3146***
-0.8948***
-0.2218
-0.2266
-0.1871
-0.7232
-0.3378**
-0.1038*
0.0715

-0.1425*
-0.1883**
-0.2123*
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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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주민 밀집지역 내 이주배경 아동 지원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관 실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양경은**·박송이***·남일성****

Cross-agency Collaboration Experiences of Service Providers in Immigrant
Segregated Neighborhood
- Focusing on Immigrant Youth Service Providers in Seoul* Kyung-Eun Yang**·Song Yi Park***·Ilsung Nam****
1)
요약：이 연구는 이주민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을 지원하는 민·관·학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패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선현장의 담당자의 목소리를 통해 기관 간 연계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
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탐색하고자 했다. 근거이론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6가지 축코딩
틀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1개 개념, 14개 하위 범주, 6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은 ‘지역
사회 기관 간 연계의 필요’, 맥락적 조건은 ‘사업운영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의 부재에 따른 혼선’, 중심현상은 ‘기관의 이해
관계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는 연계사업’, 중재적 조건은 ‘연계 및 협력의 방해요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민·관·학의 협
력시도’, 결과는 ‘연계사업에 대한 양가적 태도’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방향성 공동 모색, 전담 중추조직 마련,
지역사회 단위 연계 활동 지원 등 성공적인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과 조건을 제안하였다.
주제어：이주배경 아동, 다문화 거버넌스, 지역사회 연계, 근거이론, 이주민 밀집지역, 서울시
ABSTRACT：The aim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the study aims to identify how various service
agencies in immigrant segregated neighborhoods collaborate. The study also aimed to examine possible
difficulties these agencie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work.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hich were later analyzed by grounded theory. Using an axial coding method, the following 6
paradigms were induced. ‘The necessity of collaboration’ as the causal condition, ‘confusion due to
absence of long term policy goal’ as the context, ‘collaborative work to meet each agency’s self interest’
as the phenomenon, ‘obstructive factors’ as the intervening condition, ‘attempts for collaboration’ as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y, and ‘ambivalence towards collaborative work’ as a consequence. Findings from
the study suggest a strong need for agencies to seek a mutual long-term goal as well as to find central
organization that can coordinate collaborative efforts on community-level.
KeyWords：immigrant background children, multicultural governance, community-level collaboration,
grounded theory, immigrant segregated neighborhood, Seoul City

* 이 논문은 남일성, 양경은(2020)의 “중도입국 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보고서를 수정·요약, 재구
성한 것임을 밝힌다.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17S1A3A2065967).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ersity)(교신저자,
kyungeun.yang@skhu.ac.kr, 02-2610-4349)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ongho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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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편, 이와 같은 서비스 연계 필요의 중요성에
비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은 상대적
으로 부족했다. 더욱이,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교육, 가족, 문화,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관점에서 이들이 어떻게 연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계 활동을 수행해가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경험하

새로운 사회로의 적응은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며,

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이들이 지닌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욕구를 충족하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탐

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들이 유기적으

색적 시도로 서울특별시 내의 이주민 밀집지역인

로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양경은·

○○구를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1)을 대상으로 서

박송이·박윤정, 2020; 장임숙, 2013). 특히 이주민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 교사, 유관 기관 활동

들이 특정한 지리적 공간에 밀집해 거주함에 따라

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기관 간 연계 활동 과정 중

이를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

의 어려움을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장에

심으로 진행된 관 주도의 다문화정책이 지역 수준

밀접한 이론들을 질적·탐색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

의 다문화 거버넌스로 선회한 것 또한 이러한 흐름

으며, 현 상황의 “지역사회 이주배경 아동 지원 기

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관 간 연계 및 협력 활동 경험은 어떠한지”에 대한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관련

이론화에 탐색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서비스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적·파편적으로

연구는 다문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

제공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의 관할권을 두고 법무

간의 연계를 증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며, 지역 사회
단위에서도 해당부처와 관련된 전달체계들이 유사
한 사업을 각자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 사

Ⅱ. 선행연구 검토

업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 재정 낭비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윤향희·전세경, 2015; 장
임숙, 2013) 중앙부처, 지자체 단위에서 네트워크

1. 지역사회 기반 다문화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및 연계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
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정운영 방식의 주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법령에 따르면, 이주배경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
족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문화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여기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9세 미만의 아동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9세 미만의 아
동을 포괄하는 이주배경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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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앙정부 주도의 관 주도에서 지방정부, 혹은 시

토대로 다문화 사업의 운영 현황 및 전달 체계 상

민사회로 정책추진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이다(최무

황을 탐색했다. 분석 결과, 업무 협력에 있어 민과

현·김경희, 2015). ‘관 주도에서 지역 거버넌스로의

관 단위 기관의 종사자들이 ‘서로의 파이를 침해한

이동’이라는 트렌드는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

다고 생각’하는 견해의 차이, 부처별로 각각 전달

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반영되고 있다. 거버넌

기관을 두어 유사한 정책을 집행함에 따르는 예산

스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협력적

의 낭비 문제가 발견되었다. 저자들은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의 공공 목표를 달성하고

다문화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규정된다(유재원·

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현장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소순창, 2005, p. 42; 최무현·김경희, 2015에서 재

통해 다문화 사업의 수행실태를 살펴봤다는 점에

인용). 2000년대 초반까지 관 주도로 추진되어온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민관 기관으로 선정한 표

다문화 정책 또한 민과 관의 협치 구도를 주축으로

본의 수가 적으며, 기관 간 협력 과정, 다문화 거버

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넌스 체계의 구성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있다. 특히 이주민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함에

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거버넌스가 빠르

장임숙(2013)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부산광

게 형성되고 있다. 다문화 거버넌스의 행위자는 크

역시 내 다문화가족 지원 기관 간의 협업 구조를

게 중앙부처, 광역단위의 시·도, 기초단위의 시·군·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이 통

구, 그리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역사회 내 민관

합적인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

기관들로 분류할 수 있는데(장임숙, 2013; 허권,

화가족지원센터와만 개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2020), 다문화 거버넌스 및 유관 기관 간의 협치에

스타형의 상호작용 패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주목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 광역단위, 기초단위의 다

허권(2020)은 안산 원곡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한 다문화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관계구조를 시

다문화와 관련된 민 단위 집행조직, 중앙정부와 지

각적으로 지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

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다문화 거버넌스

나 노드와 링크의 수와 같은 지표만으로는 기관 간

체계를 구축하는지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 협업관계나 협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009년 단원구 원곡동이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

살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되기 전후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 패턴을 분

이수인·이순미·최지훈(2019)은 다문화 거버넌스

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버넌스 운영에 어려움을 야

체계 가운데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서비스 지원 기

기하는 요인으로는 행위자별 ‘다문화 특구’에 대한

관들을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그간 학계에서 제기

해석의 상이함, 다문화 사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되어 온 서비스 분절성의 문제와 더불어, 이주배경

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다문화라는 협소한 정책의

윤향희·전세경(2015)은 대전광역시청, 교육청,

영역으로 국한되어 다뤄지기보다 더 포괄적인 청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 종사자 대상 인터뷰를

년 정책의 하나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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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다문화 지원조직의 통합적 전달체계 필
요성 연구, 다문화 관련 정부부문 기관 간의 거버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신혜진, 2018; 연보
라·이윤주·김현철, 2019; 장임숙, 2013).

넌스 역량(조직 구조, 의사소통 수준)의 실태, 상호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는 지역 수준에서도

의존도 등의 다문화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로

인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상섭·백종만,

부터 위임받은 사업 외에도 지역의 규모나 상황에

2016; 우양호, 2013; 장명선·장은애, 2010; 최무

따라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김경희, 2015, 최승범·김홍환·김춘미, 2015).

각 부처부터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
하는 지역사회 내 기관들은 사업의 중복 및 서비스
분절성 문제에 직면할 소지가 높다.

2. 이주배경 아동 지원기관 간 연계와 협력의
어려움2)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각기 다른 중앙부처로부
터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그리고 관 단위의 기관들 가운데 어떤 주체가 주도

이주배경 아동을 둘러싼 다문화 거버넌스 추진

권을 갖고 협업 및 연계 노력을 이끌어갈지 애매한

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외에도 아동이 속한 가

부분”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남일성·양경

정, 학교, 시·도교육청 등의 교육기관이 복잡하게

은, 2020, p. 14). 기관마다 수행 중인 사업이 이

결부되어 있다.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은 유관

미 존재하며, 연계와 협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

기관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통합적인 서비

할지에 대한 관점이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가령,

스 형태로 제공될 때 이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윤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의 범주를 학교라는 울

철수·유기웅, 2013). 그러나 국내 다문화 전달체계

타리 안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밖 지역사

는 다음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회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기관 간 연계를 시도

우선, 다양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할 것인지, 아동만을 개입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여러 사업 및 정책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주배경

지 혹은 가족까지 지원의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 행정부처

에 대한 관점이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다. 현재 중

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다

앙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원화되어 있으며, 각 부처는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하는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

두어 비슷한 기능의 사업들을 독립적으로, 경쟁적

한 상황 속에서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의

으로 수행하고 있다. 배성찬·편성진(2013)에 따르

연계는 어느 한 조직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기 어

면 국내 다문화정책은 중앙부처 간 상호 협력 없이

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배태하고 있다(양경은 외,

경쟁적으로 수행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비슷한 서

2020).

비스들이 서로 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적이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고 산발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정책의 비효율성

문화 거버넌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2) 양경은 외(2020)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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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기관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으로 이주민 밀집지역 내 민·관·학 기관들이 어떻

있다. 그러나 다음의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

게 다문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

다. 우선, “지나치게 법적·제도적 접근에 경도되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기관 간의 연

어”(최무현·김경희, 2015, p. 237) 연계를 맺고 있

계와 협력의 패턴을 살펴보고, 상호 협업 관계에서

는 기관들의 구성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어려움 및 이의 해결방안을

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실제 활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 연구가 기관 간 연

동가가 협업을 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

계의 어려움을 ‘선언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

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어 왔다면, 이 연구는 당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유

둘째, 이주배경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 간의 연

관 기관 종사자들이 기관 간 연계 활동 시 느끼는

계 및 관련 연구들은 ‘교육’과 ‘복지’의 영역에서

어려움과 그에 관한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고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학교, 교육청을 비롯한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고찰 과정에서 특히, 이주

교육기관에서는 아동이 경험하는 적응 문제와 소

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이 어려운 조

외 이슈를 ‘교육적’ 개입을 통해 다뤄왔다. 다문화

건들과 이로 인해 주요하게 드러나는 현상들, 이를

가족지원센터, 복지관을 포함하는 다양한 민간기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관들의 자구책을 집중

관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혹은 ‘복지’라는 맥락 속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거시적 차원에

에서 독자적으로 서비스들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서 제기되었던 기존의 제언이 담지 못했던 정책 제

두 영역에 속한 기관 간 협력 과정을 살펴보는 노

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력은 부족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다양한 영역
간 연계 서비스 등이 점점 강조되는 추세에서 이주
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도 시급한 연구 과제의 하나로

Ⅲ. 연구 방법

사료된다.
셋째,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문제를 지적할 때, 각자의 영역에서 바라본 기관

1. 근거이론 방법

간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주어진 조건’에 관
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데 실제 협업을 수행할 때

이 연구는 Strauss and Corbin(1998)의 근거

발생하는 미시적 협업 거버넌스의 실제를 다루는

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사용했다. 근거이

연구는 드물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협업의 어려움

론은 일련의 체계적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

의 배경에 깔린 조건과 이에 따라 드러나는 현상,

반으로 이론적 체계를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질적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을 살펴본 연구

연구방법론이다(Corbin and Strauss, 2015). 근

는 찾기 어렵다.

거이론 방법은 인간 행동 근저에 있는 믿음과 의미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상술한 문제의식을 바탕

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개별 인간이 사건과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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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인간 개인의 논리와 감정을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밝혀내는 데 유용하다(ibid: 32~33). 또한, 행위자

연구참여자는 지역사회 내 민·관·학 연계모임에

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 전략을 취하는지, 그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민·관·학 기관의 종사자들로

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같은 과정을

성별은 여 6명, 남 3명이었다. 연령대는 지역사회

분석하여 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윤견수, 2013).

연계모임의 구성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이와 관련해 황선영(2020)은 “원인-상황-행동-결

어서 20대 2명,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으

과에 이르는 전반적인 역동적 과정을 밝히며 행위

로 다채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소속기관으로 보면

이면에 놓인 맥락적 상황을 밝히는 데” 가장 적합

민간기관 3개, 공공기관 3개, 학교 3개이며, 민·관·

한 연구방법은 근거이론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 기관의 각 유형이 다양하기에 이주배경 아동 지

다문화 거버넌스의 특성이 민·관·학 기관의 연계

원사업을 하는 사회서비스 기관 및 공공기관, 학교

활동이라는 구체적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등의 종사자를 포함했다.

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 근거이론 방법이 가
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연구참여자 모집과정 및 특성

<표 1> 연구 참여자
연번

성별

연령대

소속기관 유형

민·관·학
구분

1 -J

여

50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1

2 -P

여

20대

청소년센터

민2

3 -K

남

20대

종합사회복지관

민3

4 -Y

여

40대

구청

관1

5 - S

남

30대

교육청

관2

이 연구의 참여자는 이주배경 아동 대상 사회서

6 -H

남

40대

교육청

관3

비스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민

7 - C

여

30대

○○중학교

학1

8 - B

여

50대

□□중학교

학2

9 -N

여

50대

△△중학교

학3

간 기관, 공공 기관, 학교의 종사자들이다. 이주배
경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활발하
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구3)를 선정하고, 민·
관·학 기관이라는 이론적 샘플링에 기초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우선, 연구진 지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2명을 표집하
였으며, 연구참여자로부터 새로운 범주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추가적인 모집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9명의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다.

3) ○○구는 2019년 기준 54,937명의 외국인 주민으로, 외국인이 구 전체 인구 대비 12.6%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이주민 고밀집지역으로 분류
된다. 시정 단위, 지역사회 단위에서 민·관·학의 다양한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다문화 거버넌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지역으로 간주되어 해
당 구를 선정하였다. 후술할 <그림 1>에 지역사회 협치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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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과정 및 분석방법

으며, 인터뷰는 회당 60~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밀집지역 내 이주배경 아

수집된 자료는 Strauss and Corbin(1998)이

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관·학 기관

제안한 분석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먼저, 개방

종사자들의 연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여 각 자료를 줄 단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

위로 분석하면서 유용한 개념을 도출하는 개념화

지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연구진들이 현

(conceputalizing) 작업을 수행했다. 그 후 유사

장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메신저 줌(zoom)

한 패턴이 보이는 개념을 묶어 범주화하고, 기존

을 활용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개념들과 속성을 비교하면서 상위 수준으로 다시

서는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유선전화나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메일로 연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비대면 메

개방코딩 후 축코딩(axial coding)을 통해 범주

신저의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자료를 송부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축코딩은 인과적 조

하여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건(caus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인터뷰는 민·관·학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 민·관·

맥락적 조건(context), 중재적 조건(intervening

학 연계 경험 및 과정, 민·관·학 연계 및 협력의 어

condition),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려운 점과 대처 등을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질문했

strategy), 결과(consequence)로 구성된다. 인과

<그림 1> ○○구 지역사회 협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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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심현상

존재했다.

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된다. 맥락적 조건은 중
심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으로써 행위자들의
의미화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중심

4) 연구의 엄격성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현상은 중심적 사건이나 상황이며, 작용·상호작용

연구의 엄격성은 진실 가치(truth value)이며,

전략이 일어나게 하는 생각이나 사건이다(황선영,

연구를 통한 발견이 실재와 잘 조응하는지에 관한

2019).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

것이다(허미화, 1994: 229). 이 연구에서는 엄격성

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작용·상호작용 전략

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1995)이 제안한 방법

은 중심현상을 대처하는 데 취해지는 전략을 의미

중 ‘공동체(community)’, ‘상호성(reciprocity)’을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공동체(community)는 해당 공동체에

인해 야기된 결과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서 수행의 목적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조용환(1999)

지역사회 내 민·관·학 기관들의 연계경험을 살펴보

은 이를 “현장의 질서”라고 명명한다. 이 연구에서

기 위해 축 코딩 시에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도 지역사회 내 민·관·학 기관들의 연계 경험을 파

을 활용하여 범주 간 연결을 시도하였다.

악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상황을 미리 판단하지 않

3) ○○구 이주배경 아동 지원 민·관·학 기관
간의 연계구도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구 기관 간의 연계
관계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1>과 같다. 시정 단위,

으며 그들의 맥락과 상황을 습득했다. 또한 상호성
(reciprocity) 과정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분석 및 해석에 대해 연구참여자에게 공유하고 견
해를 요청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민·관·학의 다양한 기관들이 복

자료 수집 전 연구윤리를 위해 성공회대학교

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문화 거버넌스의 특징을

IRB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발견할 수 있다.

(SKHU-0903-03). 연구진은 인터뷰 전에 각 참여

위로부터 살펴보면 국정 단위의 다문화 유관 부

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절차에 대해 유선전

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위치해있다. 서울시

화로 안내하고 설명 메일을 보낸 후 연구에 자발적

의 시정 단위 기관으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연구참여자만 동의

의 지방 기관이 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지자체

서를 송부했다. 동의서에 서명을 기재한 연구참여

구청과 지역교육청이 일선 정책을 수행한다. 또한

자만 면접 참여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녹취에

지역사회 단위에서 활동하는 민간기관들에는 지역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연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등

령, 종사 기관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익명성

이 있고 이는 구청과 연계되어 있으며, 학교와 교

을 약속하였고,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육복지센터는 지역교육청과 연계되어 있었다. 또

는 응답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했다.

한 분석대상 지역의 특성으로 두 개의 자치 모임이

인터뷰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들은 연구 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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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참여자 간 정보가 공유되

심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 중

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 상호작
용 전략(action, interaction strategy), 결과
(consequence)로 이루어진다(황선영, 2019).

IV. 연구 결과

1) 인과적 조건: 지역사회 내 기관 간 연계 필요
민·관·학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의 인과적 조건은
“민 단위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계에 대한 필요”인

1. 개방 코딩: 개념화와 범주화

것으로 나타났다. Ansell and Gash(2008)는 민관
협력 과정의 요인을 설명하면서 각 기관이 협력해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의한 자료의 범주화 결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시작 여건에 주목하였다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을 통해 <표 2>

(남일성·양경은, 2020: 20 재인용). 각 조직은 지

와 같이 총 21개 개념, 14개 하위 범주, 6개 범주

역사회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모두 확보하고

가 도출되었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통해 이를 확
보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주배경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 간에도 자원 부족 문제, 사업의 중

2. 축코딩

복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축코딩을 한 결과는 <그
림 2>와 같다. 축코딩(axial coding)을 통해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범주 간 연결을 시도하였
다. 축코딩은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 중

<그림 2> 민·관·학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경험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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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계 및 협력의 어려움에 대한 개념 및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이주배경 아동의 욕구에 비해 개별 기관이 보유
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를 확보하기 위해 연계를 함.

기관별 부족한 자원을 충원하기 위한
전략

유사한 사업의 중복 운영에 따라 서비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협력과 소통
을 통해 업무분장 시도.

사업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관 단위 기관 간 업무분장. 역할 조정이 되지
않아 어떤 기관에서 연계를 주도할 것인지가 모
호함.

관 단위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안 되어
수반되는 주도권 설정에 대한 모호함

‘다문화’ 개념에 대한 이해도, 이주배경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와 서비스 제공 방식이 기관별로
모두 다름.

다문화 사업에 대한 관점 및 사업방식
이 기관별로 상이함

모든 기관이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방향성을 함께 구상하고 논의하는
것은 아닌 기계적인 연계로 그침.

각각 알아서 하는 연계사업

기관 간 연계사업은 성과 중심, 기관의 이해득실
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됨.

이해득실에 따라 협력하는 연계사업

관 주도로 구성된 협의체에 대해 모든 기관 종사
자가 형식적인 기구로 인식함.

관 주도의 수직적, 형식적 협의체

관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연계와
관련된 정보, 지식이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계사업의 지
속성 결여

개별 기관 종사자들의 의지와 같은 개인적 요인
에 의존하기에 소진이 됨. 종사자들은 본 업무에
더해 부가적인 업무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공동 업무를 제안하기 어려움.

연계 및 협력 활동이 종사자 개인의 부
가적인 업무가 됨에 따르는 부담감

광역단위의 중간지원 조직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연계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전담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자원이 부족한 연계 담당 조직

민 단위 기관 주도의 연계체를 구성하여 지역사
회 내의 문제를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함께 논의함.

수평적 관계의 민 단위 기관 주도 연계
및 협력체 구성

민 단위 연계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노력을 시
도함.

실효성 있는 연계사업 가능성의 타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점이 유사하거나 긍정적인
성공경험을 공유할 경우 신뢰도가 높아짐.

민·관·학 기관 간 신뢰 관계의 형성

잦은 인사이동, 자원 부족, 갈등 경험은 연계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킴. 시간 내 연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림

연계 및 협력에 대한 의지 저하와 부
담감

범주

패러다임

지역사회 내 기관 간
연계 필요

인과적 조건

사업 운영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의
부재에 따른 혼선

맥락적 조건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이뤄지는
연계사업

중심현상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의 방해요인

중재적 조건

다시 구성해보는
민·관·학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시도

작용,
상호작용 전략

연계사업에 대한
양가적 태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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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별 부족한 자원 충원을 위한 전략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의 중복이 필

지역사회 내 민 단위 기관과 학교는 이주배경

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지역사회 기관들

아동의 적응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사업

은 비슷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및 행사를

들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

진행하다 보니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참여자 모

과정 중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자원의 부

집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관들은

족’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중도입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통하게 되었다.

자녀의 경우, 공교육 진입, 학적 생성, 체류 조건
마련,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사

다문화 주민에 대해 직접사업을 하는 기관

업 등 개입이 요청되는 사업 영역은 다양하지만 개

들은 상반기에 충분한 협의가 되면 뒤에

별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예산은 부족한 형편이다.

중복되지 않을 텐데 꼭 중복이 되더라구요.

이에 각 기관은 타 기관이 가진 자원을 파악하고,

그래서 서로 모집이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 연계전략

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논의

을 채택하고 있었다.

를 하게 된 거죠(민 단위 담당자1).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도 지

계속 똑같은 사업을 여러 기관이 하게 되

원해야 하는 거고, 비이주배경 아이들이나

는 거예요.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조율하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필요했어요(민 단

을 개선하고 이런 게 다 같이 가야 하는데

위 담당자2).

잘 모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구
요. 그래서 민·관협력 연계체계에 들어갔
어요(민 단위 담당자1).

민간기관과 학교들은 연계와 협력을 통해 업무
조정을 꾀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제공하는 프로그
램들을 특성화함으로써 이주배경 아동을 지원하는

다들 사업비가 많지 않으니까 구청이나 서

일종의 분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중복 제공과

울시나 여러 군데에서 공모사업을 받는데

대상자 부족 문제를 타파해나갔다.

전체적인 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서 ▲▲(민 단위 중심 연계모임)을 하는 이

청소년 센터에서는 체육 동아리를 하고 우

유도 그거를 서로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리 센터에서는 요리를 하면 각자 센터에서

(관 단위 담당자1).

특성화 되는 프로그램에 돌아가면서 참여
하자 이렇게 협업하는 구조가 됐던 것 같

(2) 사업의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상술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원화되어 있다. 민·관·학 기
관들은 해당 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아

아요(민 단위 담당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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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 아이들이나 기간, 수업이 겹치는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네트워크 회의에서

누가 정해주지 않잖아요(학 단위 담당자2).

각자 따로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모여서
하자 해서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
죠(관 단위 담당자3).

(1) 관 단위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안 되어 수반
되는 주도권 설정에 대한 모호함
주도권 설정에 대한 모호함은 크게 두 가지 요

2) 맥락적 조건: 다문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
부재에 따른 혼선

인에 기인한다. 우선,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관 단
위의 지원은 서울시,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

민·관·학 연계 및 협력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

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과 같은 교육

는 맥락적 조건은 “주도권 설정에 대한 모호함”,

지원 기관들의 개입을 함께 수반한다. 서울시, 구

“다문화에 대한 관점 및 사업방식의 기관별 차이”

청, 서울교육청, 지역교육청 간의 협력 현황을 도

로 요약된다.

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민간 단위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은 부족한 자원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

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 발생하지만, 민과

역교육지원청, 자치구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

관 단위 기관 간의 협력은 업무분장 및 조정의 차

있지 않고, 소통하는 대상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원을 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과 관 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과 지역교육청, 서울시교육

위 기관 모두 이주배경 아동 문제를 개별 기관의

청과 지역교육청 간에는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장기적·거시적인 맥락에서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함께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
만, 어떤 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력을 이끌어나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상이했다.

<그림 3> 서울시, 구청,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간
의 소통 현황

글쎄요. 이게 또 너무 관 주도로 가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민들 중심이 되
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은 잘 선뜻,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
서 얘기하기가 어렵네요(관 단위 담당자2).
총괄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이것을 코
디네이터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관 단위 담당자1).

하지만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의 역할을 보조하며 구청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 단위에서

서울시 이주민 밀집지역 내 이주배경 아동 지원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주배경 아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민 단위 기

요컨대, 이주배경 아동을 둘러싼 서울시 단위의

관과 학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직접 대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 기관 간 역

든지 정책의 방향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등의

할 분장의 모호함, 자치구별로 처한 상황의 상이함

문제가 지적되었다.

은 어떤 기관이 민·관·학의 연계를 주도적으로 이
끌어 갈지를 ‘선뜻 정리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구청하고 협력을 하려면 서울시교육청이 아

나타났다.

니라 지역교육청하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지역교육청하고 구청이 같이 일을 해야 그

사실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연계를

지역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지역교육청

맺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시하고 25개 자치

이 역량이 안 되니까 지금은 서울시나 서울

구는 따로예요. 자치구는 독립성을 갖고 있

시 교육청하고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러

어서 예산이나 정책적인 기본 틀만 잘 따라

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관 단위 담당자2).

가면 약간의 독립성을 띠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본청하고 11

주도권 설정의 어려움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발

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달라요. 본청의 정

생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주민 밀집지역 내 이

책사업을 11개 교육지원청이 업무를 분담

민자들의 인구학적 구성이 지역별로 다르며, ‘이주

해서 지원하고 학교도 지원해요. (중략) 그

민’이라는 집단 자체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

러니까 일단 서울시랑 교육청은 시스템이

닌 까닭에 자치구별로 관심을 두는 이슈와 개입 방

다르고 자치구마다 다문화 팀이 있긴 있지

식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단위의 일괄적

만 없는 데가 더 훨씬 많고. 일을 해야 하는

인 사업과 별도로 지역사회 단위의 섬세한 설계가

단위들이 각각 달리 돌아가니까 공통 사업

요청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지역사회 단위에

은 원활하지 않죠(관 단위 담당자3).

서 해당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의제를 자치구 내
의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시도 단위하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설정할지에 대해 함께 고

고 시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민하고, 자치구 단위에서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체

상태에서 나머지 구청이나 지역청에서 움

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도 이

직이는 게 좋은 거 같고. […] 최소한 지자

주배경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지역사

체에서 움직여주셔야 좀 정리가 되고 그

회 단위로 구성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막상

지역에 맞게 되지 않을까. 서울이랑 지방

개입 및 논의의 단위를 어느 차원으로 축소 혹은

이랑 다문화 사업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확대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혼란감을 표했다. 동,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관

구, 권역, 시 등의 단위 가운데 어떤 단위가 지역사

단위 담당자1).

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선인지와 관련해 혼선
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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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사업에 대한 관점 및 사업 운영 방
식이 기관별로 상이함
‘다문화’에 대한 민·관·학 기관별 관점의 차이,

3) 중심현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이뤄지는 연계사업
(1) 각각 알아서 하는 연계사업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 운영 방식의 차이는 연계와

민·관·학 기관들은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모

협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주배

두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연계의 현황은

경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 혹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

기계적인 연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 하는 것으로

는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이 기관별로 모두 다

나타났다. 즉, 연계를 하자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

르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지만 누가 주도적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 연계사업

났다. 더불어, 사업을 운영하는 유관기관 종사자가

을 추진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한

한자리에 모여 각자가 생각하는 지향점에 대해 함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상호조정은

께 논의한 경험은 매우 부족했다.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방
향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저희는 이 문제를 교육으로 바라보고 ○○

연계사업’을 진행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에서는 사업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문화에 대해서 각자 사업은 하고 계시는

런데 얘기를 하면 (우리랑) 좀 안 맞긴 해

거 같은데 그렇게 유기적으로 가지는 않았

요(민 단위 담당자3).

어요(관 단위 담당자2).

법무부, 여성가족부, 구청 모두 보는 게 다

전체적인 목표에 맞춰서 예산이랑 사업을

달라요. 열심히 서류해서 이제 딱 보냈는

찢어서 줘야 하는데 지금은 각자 알아서

데 얘는 다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

왜 아니냐고 했더니 서울시교육청은 국제

계획을 세울 때 별로 중요한 평가가 되지

결혼이나 중도입국이나 외국인학생도 다

못할 거 같거든요(민 단위 담당자 2).

다문화예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한
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이것만 다문화 가

(2) 이해득실에 따라 협력하는 연계사업

정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가정 애들은

기관 간 연계사업은 개별 기관의 성과와 이해득

안 된대요. […] ‘저희가 바라보는 다문화

실에 따라 운영되는 성격을 보였다. 가령, 민 단위

가정은 이 학생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담당자3은 민간기관 간의 실무자 네트워크를 통해

되게 힘들죠(학 단위 담당자3).

연계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다
른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중복사업
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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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무자들끼리 네트워크가 있는데

요인이 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같이 진행하기는
현실상 좀 어려워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1) 관 주도의 수직적, 형식적 협의체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기관별 아무래

민·관·학 기관 간 연계에 대한 높은 필요도에도

도 실적도 중요하잖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불구하고 상술한 맥락적 조건으로 인해 실제 현장

싶어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데 어떤 기

에서는 협업이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절적

관이 한국어 교육을 안 하고 특별활동만

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최근 ‘민·관·학 협치’,

하겠어요(민 단위 담당자3).

그리고 ‘다문화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관 주도의 협의체들이 구성되

기관별 예산 체계, 성과 지표, 평가기간이 서로

고 있다. 관 단위의 운영진들은 자치구, 구청-교육

다른 상황은 연계와 협력 사업 운영 시 긴장관계를

청, 민-관, 학교-학교 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

유발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내실 있는 협력 사업

사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실제로 유관기관의 실

운영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협력은 어디까지나 자

무자들에게 연계를 독려했다. 이와 같은 협의체의

기 기관의 평가, 실적을 중심으로 합이 맞을 경우

취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

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관 주도의 협의체는 ‘형식적인

내실있는 공통 사업이 되기는 어렵고 대부

기구’로만 기능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분 본인들의 성과가 필요하니까… 또 시간
도 많이 필요한데 연도별로 시간에 쫓겨서

관 안에서도 크게 구청하고 교육청이 의사

사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그러지는 못

소통이 돼야 하는데 구조가 전혀 다른 구

했던 거 같아요(학 단위 담당자2).

조잖아요. 그냥 크게 구청장님과 교육감님
이 악수하고 협약하고 이 차원은 될지 모

회의를 참석해봤더니 결국에는 서울시교육

르지만 그 밑에 내려오면 사실은 잘 모르

청, ○○구청, △△구청, □□구청 이렇게

겠어요. 큰 그림은 밑에 내려와서 그려져

같이 하지만 각각의 이해득실이 있다 보니

야 할 텐데 그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까 연계를 할 때 힘들어하시더라고요(관

(민 단위 담당자1).

단위 담당자2).
그런데 사실 그 네트워크 이외에는 만나볼
4) 중재적 조건: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의 방해
요인

기회가 많이 없고, 약간 형식적이라고 많
이 느끼고 있어요. 다문화 관련 20개 이상

민·관·학 연계 및 협력의 중재적 조건은 “관 주

기관들이 오시긴 하는데요. 관계를 맺다 보

도의 형식적 협의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

면 같이 할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걸 기

계사업의 지속성 결여”로 기관 간 협력을 방해하는

대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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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단위 담당자3).

행정공무원들은 1년이나 2년마다 담당부
서가 바뀌어요. 그러다보니 자기 업무에

(2)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계사업의 지속성
결여

전문성을 쌓기에 되게 어렵게 되어있어요.
사실 거버넌스에서 협의를 통한 사업은 굉

관 주도의 협의체를 더욱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

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

은 참여자들의 분절적 참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

무원들은 어차피 이동할 거 의례적으로 하

다. 조직의 역동이 안정화되기도 전에 인사이동에

는 거죠. 부서 간에 학습이나 협의가 활성

따른 구성원의 변동은 연계사업의 지속성을 낮추

화되는 관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

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관 단위 기

는데 그 안에서 잘 전수도 안 되구요(관 단

관에 속한 담당자일수록 인사이동의 경향이 강했

위 담당자1).

다.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이지만 다문
화 관련 부서는 담당 공무원의 보직 순환이 잦았
다. 특히, 연계는 주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 내 기관

(3) 연계 및 협력 활동이 종사자 개인의 부가적인
업무가 됨에 따르는 부담감

을 관찰하고 각 기관의 사업과 담당자에 대한 이해

연계사업은 지역사회 기관의 행정 기관에 속한

가 있어야 하는데, 관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지자체장, 교육감 등과 같이 상위 공무원들에게는

지식 및 정보가 후임자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지만 현장의 실무자들에

결과를 야기했다.

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
회 내에서 통합적이라기보다는 기관별로 선택적으

학생들이 국적이 다양해서 지원청마다 꼭

로 연계가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기관 간 연계 활

담당자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

동은 개별 기관 종사자들의 자발성, 의지와 같은

는데 서울시교육청의 본청 장학사는 거의

개인적 요인에 의존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 거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당 업무는 오롯이 사업

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문제제기를 다른

담당자의 몫이 되고 연계업무는 담당자에게 소진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게 참 현장에서

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힘이 빠지는 거 같아요(학 단위 담당자1).
이제 자꾸만 힘드니까 안 하겠다 그런 얘
누군가가 길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바뀌거

기를 하니까 지난번에도 장학관하고 장학

든요? 지금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셨나

사님이 오셔서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안

봐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 유지가 안 되는

하면 또 어떡하냐 이렇게 또 설득을 하러

거죠(민 단위 담당자2).

오셨죠. […] 믿고 맡기시니까 저희 스스로
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학
단위 담당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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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종사자들은 타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

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 및 예

요하다고 인지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수행해야 하

산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인사체계나 역

는 기본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연계 활동을 할 경우,

할, 업무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인력 체계

이에 따르는 부담을 혼자 감수하게 된다. 이와 같

를 계약직 고용의 형태로 구성하다 보니 안정적인

은 맥락에서 기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업무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관찰됐다. 이와 같은

제안도 섣불리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

문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수요자 중심의 전

가상으로 이러한 경험을 민·관·학 기관 종사자들이

달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의 상충관계를 극복하기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다.

위한 시도 때문에 발생한다. 기존 사회서비스의 공
급이 공공성을 띄려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

전담 조직이 없는데 저 혼자 하니까 힘들

해 서비스를 보편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죠. 다문화 업무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개별 참여자들의 욕구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한계에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인 업무가 다 있어

부딪히면서(남찬섭, 2012; 황선영, 2020; Kittay,

요. 교육이나 다문화 수용성 재고 등 다양

2011) 이에 대한 극복 전략으로 공적 시스템의 충

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다 하

원과 연계를 활발히 도모하기 위한 허브 조직을 신

면서 연계업무는 또 하나가 부가되는 거잖

설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강혜규 외, 2018). 그러

아요(관 단위 담당자3).

나 그 욕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연
계가 가능한 서비스 자원, 인력, 업무 등은 부족한

일단은 실무자들이 뭔가 공동으로 하자고

실정이다(에이블뉴스, 2020).

하면 결국 부담이 되잖아요. 여력이 안 되
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

○○ 지역교육청에서는 독자적으로 교육적

는 거죠(민 단위 담당자3).

인 측면에서 운영을 해보고자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체계가 많이 안 잡

(4) 자원이 부족한 연계 담당 조직

혀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중략) 장학사,

서울특별시 혹은 교육청과 같은 상위 관 단위

주무관을 제외하고는 계약직분들이라서…

기관들은 지역사회 단위 협의체만으로는 이주배경

계약직들은 아마 6개월씩 끊어서 운영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될 계획으로 알고 있어서 안정적이기 어렵

수 없음을 인식했다. 이에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죠(관 단위 담당자2).

연계만을 전담하여 운영할 조직체를 구청 및 교육
청 산하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 설립했다. 중간 지
원 조직은 이주배경 아동들이 밀집한 지역사회에

5) 작용·상호작용 전략: 다시 구성해보는 민·관·학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시도

서 이들의 공교육 진입을 돕고 다문화 및 세계시민

민·관·학 연계 및 협력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교육을 집중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 그

“수평적 관계의 민 단위 기관 주도 연계 및 협력체

러나 광역단위의 중간지원 조직은 그 조직의 명확

구성”, “실효성 있는 연계사업의 가능성의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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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회의도 하고 홍보하고 나눔도 하고 있죠
(민 단위 담당자2).

(1) 수평적 관계의 민 단위 기관 주도 연계 및
협력체 구성

(2) 실효성 있는 연계사업 가능성의 타진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관보다 일찍이 사업

민 단위 기관 주도 연계 및 협력체에 참여하는

을 운영해왔던 민 단위 기관들은 수평적인 관계의

구성원들은 기존의 연계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협

연계 및 협력체를 조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당

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각 기관의 성과지표가

연계 및 협력체에는 관 단위 조직의 실무자들도 참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지표와 어떻게 다른지, 사업

여하지만 주로 민 단위 기관의 실무자들이 주축이

담당자의 이해도와 운영 방식에 얼마나 차이가 있

되어 지역사회 내 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술

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 단위

한 관 주도의 협의체와 구분된다. 이 연구의 분석

기관의 실무자들은 타기관의 연계를 꾀함에 있어

대상인 ○○ 지역에서도 민관 기관 중심의 연계 및

어떤 영역에서 협력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협력

협력체가 활발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연계 활동을

“▲▲(가명)”와 “실무자 네트워크 회의”가 바로 그

수행하고 있었다.

러한 모임의 일종이다. 이 모임 구성원들은 주기적
인 모임을 개최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현황

보통은 주체가 되는 기관들을 협력하죠.

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 공동의 어젠다 발굴, 문

번갈아가면서 서로 성과를 채우는 데 돕기

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참여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도 하구요. 예를 들어 ○○복지관이 협력

높아 모임 운영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었다.

해달라고 하면 우리 기관 청소년들이 가기
도 하고 홍보도 해주고… 기관마다 있는

우리 기관은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 프

중도입국청소년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아

로그램을 한 4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를 다른 기관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그러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

죠(민 단위 담당자2).

기관이 많은 거예요. ○○ 복지관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다음에 온드림교육센터도

6) 결과: 연계사업에 대한 양가성 지속

있고, 청소년센터도 있고… 그래서 한번

민·관·학 연계 및 협력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불러 모아서 각자 현황이 어떤지 애로사항

통한 결과는 연계에 대한 양가성의 지속으로 크게

이 뭔지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

“민·관·학 기관 간 신뢰 관계의 형성”과 “연계 및 협

모임을 시작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유지가

력에 대한 의지 저하와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되고 있어요(민 단위 담당자1).
(1) 민·관·학 기관 간 신뢰 관계의 형성

각각 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할

지역사회 내 연계 활동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부분은 협력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예요.

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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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관계를 토대로 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는 연계 노력에 대한 일종의 회의감을 갖게 되고,

운영에 중요하다. 분석 결과, 민 단위 중심의 연계

이는 협력 의지를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에 참여한 민·관·학 담당자들은 대체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에 대

구청이랑 논의를 할 때 갑자기 어느 날 테

한 관점이 서로 유사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이블에 앉아서 회의하라고 하면서 아이들

에 대한 긍정적인 성공 경험은 다른 기관에 대한

동의도 안 구하고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신뢰도를 높이고 연계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

그래서 그때 조금 불편했네요. (중략) 저는

지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동원되는 형태는 아
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갈 때만 가

‘저 기관에서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

요(학 단위 담당자2).

업을 하고 있을 거야’라는 신뢰가 좀 쌓이
는 것 같아요(민 단위 담당자3).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를 살펴보게 되
죠. 그래서 진짜 다문화 교육, 학생들을 고

한 7점 정도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하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민은 열정과 헌신은 엄청나죠(관 단위 담

정책적인 멋있어 보이는 표심을 향한 결정

당자1).

들인지를 제 경험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선
택하죠. ‘아 여기는, 아니네’하는 곳들이

(2) 연계 및 협력에 대한 의지 저하와 부담감
그러나 민과 관 단위 기관 종사자 간에는 연계

생기면 선뜻 가고 싶지 않고 요청을 할 때
도 왠지 빼게 되죠(학 단위 담당자1).

및 협력에 대한 의지 저하와 부담감도 양가적으로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상술한 중재적 조

관 단위 기관 담당자는 정해진 행정 운영 방식

건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관 단위 기관

이 있기에 민 단위 기관 담당자가 요구하는 현장의

종사자들의 잦은 인사이동, 연계를 담당하는 인력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

과 자원의 부족과 같은 행정시스템의 한계가 민과

했다. 또한, 민 단위 담당자가 제안하고 요구하는

학 단위 기관 종사자들의 의지 저하에 영향을 주는

사업 내용이 관 단위 기관 담당자에게 ‘부담’으로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관 주도의 형식적 협의체는

작용할 때도 있다. 연계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 단위 담당자에게 회의적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요청되는 반면, 관 단위 기관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각 기관의 주체들

종사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사

이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확인하고 신뢰를 구축하

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

는 소통 및 논의의 장이 될 필요가 높은데, 관 주도

났다.

협의체는 형식적인 기구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지
배적이었다. 이에 민 단위 기관들은 관 단위 기관들

제가 어느 지역의 구청에서 주관하는 ○○

과 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회의를 갔었는데 민에서도 들어와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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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의하고,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

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어서 민

로 설정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자치구 단위에

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

서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

어요. (중략) 근데 민에서는 우리 얘기도

가 있다. 이를 토대로 역할을 분담해야 체계적인

듣지도 않고 그렇게 맘대로 하냐고… 그런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데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기간

둘째, 이주배경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

도 많이 소요되어야 하고 정책은 추진해야

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영

하고 이러니까 불만이 있는 부분도 많더라

역을 분화하되 공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

고요(관 단위 담당자2).

시교육청은 학교라는 조직에 대한 지원 체계이다.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는 지역사회 전체를 관할
하는 지자체에 해당된다. 학령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는 모두

V. 결론 및 제언

중요한 개입 환경이다. 학교와 학교라는 울타리 밖
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1. 중장기 방향성 공동 모색을 위한 연계 활동의
방향성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의 상황에 대한 지
원은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의 역할로 분업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개입은 아동 개인뿐만 아

셋째,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모든 영역에

니라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함께 요청된다는 점에서

서의 사업을 재검토하여 모든 서비스 제공 당사자

민·관·학의 여러 기관이 사업의 방향성을 큰 프레

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최대한 분명하게 한 후 상호

임 안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높다. 중앙부처 단

협치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전

위의 사업 조정 문제는 차치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략을 정리해보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라도 사업의 방향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연계

으로 중복사업들의 현황 및 맥락 파악, 성과 지표

활동의 방향성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

등을 고려한 상위 단위에서의 논의, 지역사회 실행

음과 같다.

부서들과의 논의, 실행, 평가, 협치 계획의 수립 순

첫째, 서울특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주민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밀집해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단위의 사업 외

넷째, 이주배경 아동 가운데 중도입국 자녀들은

의 설계가 요청된다. 서울특별시 내의 남부3구는

청소년기라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단계에

그중에서도 이주민이 밀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놓여있다. 이는 초-중-고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

갖고 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수

른 세세한 지원정책과 기관 간의 협치가 필요한 상

요에 맞는 의제를 자치구 내의 민·관·학이 함께 논

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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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시, 구청,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간의 협치 현황과 지향

이를 대비한 협치 노력은 전무하다. 앞서 논의한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과의 정책의 방향과 가

서비스 중복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이슈이지만, 당

치에 혼선을 빚지 않게끔 조정하여 사업의 방향을

장 중요한 발달단계에 따른 지원을 위한 기관 간의

제시하고, 구청과 지역교육청은 구체적인 일을 디

협치는 우선순위로 두어 논의할 사항이라고 판단

자인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된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
회’가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교육청에는 ‘다문화교
육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각자의 조례에 따

2.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 협력 구조 조정을
통한 전담 중추조직 마련

라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 협력과 연계를 어렵게 하
는 요인은 각 기관에서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분석 결과, 종사자들은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제도가 따

모두 공감하고 있었고 관 주도, 민 주도의 협의체

로 떨어져 작동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의 서울

타났다. 그러나 협의체는 공동의 의제를 함께 설정

시 다문화 협의체 등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하고 수립된 중장기적 발전 방향성을 토대로 일을

정례적인 협의가 가능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필

함께 추진하는 중추조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관 중심의 네트워

으로 나타났다. 개입하는 기관들의 단위, 종류가

크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한 가지

구성”하는 일 것이다(이수인 외, 2019, p. 130).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이

더불어,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함께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

상하 단위에서 모두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협의체를

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구청과 서울시교육청-지

구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지역사회 현장의 민간

역교육청 간의 의사소통의 구조를 <그림 4>와 같

단위의 실행체계와 협의체를 동시에 구성하여 협치

이 재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수준 및 맥락을 파악해야 하며, 자치구별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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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맞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

필요한 행정을 축소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가는

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연구 결과

방식의 정책적인 조율이 요청된다.

에서도 드러났듯이 논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
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히려 지역사회 활동가들
에게 업무의 부담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향후 협치

4. 지역사회 단위의 연계 활동 지원

의 기대감을 낮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지역사회마다 처한 상황과 맥락이 다르

지역사회 단위의 지역형 사업의 형태로 연계 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구청과의 연계가 매우 중

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연계

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논의 테이블의 운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영은 서울시교육청과 각 구를 총괄할 수 있는 서울

우선, 연계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 확보와 더불

시 수준에서 맡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 연계사업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타 기관과 연

동시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추조직을 선정

계 및 협력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하는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는 다문화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라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으나 근무 형태는 11개월 단위의 비정규직

3.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동 주관 사업 시행

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내에 고용 가능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또한 최장 근무 가능 기간이

이주배경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서울

11개월인 비정규직이다. 이처럼 연계 활동 담당자

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영역을 분

가 지속해서 바뀔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화하되 공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

어렵다. 근로조건의 개선, 사업 담당자들의 연계

청은 학교라는 조직에 대한 지원 체계이다. 서울특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고

별시와 각 자치구는 지역사회 전체를 관할하는 지

려해볼 필요가 있다.

자체에 해당한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

둘째,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계의 방식

는 일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의

이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사회 단

상황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의

위에서 연계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역할로 구분하여 지원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한 가지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주민 밀집지역

육청(본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 사업을 고려

은 지역별로 처한 환경적 상황과 맥락이 매우 다르

해볼 수 있다. 해당 사업을 공동 주관하여 25개 자

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사업보다 지역적 상

치구가 받아서 추진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

황을 고려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일을

요가 높다.

서로 분할하고, 중복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성, 불

서울시 이주민 밀집지역 내 이주배경 아동 지원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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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고아라**·양승우***

The Morph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 City of Seoul
through Micro-topography and Old Waterways*
Ah-ra Ko**·Seung-woo Yang***

1)
요약：이 연구는 서울 역사도심이 가진 지리구조인 도시지형과 미세물길이 갖는 힘을 확인하는 실증연구이다. 역사도시
서울은 자연요소와 인공요소가 적절히 결합되어 계획, 형성, 발전되었다. 사람(도시민)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도시공간인
생활권은 자연지리요소인 지형과 물길의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도시의 대표적 인공 물리요소인 도로, 상하수도,
역사 건축물 또한 자연지리요소인 지형과 물길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공의 손길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이는 20세기 초 서울의 도시지형을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연지리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서울 역사
도심의 형태와 경관은 도시자연요소인 도시지형과 수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915년의 고
지형도를 디지털 자료로 복원한 도시화 이전 자연지형을 기초로 도시 인공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선의 생활권
인 행정경계(部 혹은 署, 坊)와 오늘의 법정경계(洞)가 수계와 관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형에 기초해 형성된
도로와 물길을 피해 입지한 통치시설을 비롯한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도시 물리요소가 많은 부분 도성 내 지형을
따라 흐르던 물길형태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즉, 오늘날 서울의 도시경관의 층위는 내사산에서 시작된 지형과 한성부
내부를 흐르던 물길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주제어：한성부의 지형, 한성부의 수계, 물길, 도시공간구조, 생활권과 물길, 도로와 물길, 궁궐과 물길
ABSTRACT：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that confirms the power of urban topography and
micro-water roads, which are geographical structures in Seoul's historical city center. The historical city
of Seoul was planned, formed, and developed with the proper combination of natural and artificial
elements. The living area, an urban space formed through the activities of people (urban residents), is
based on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the form of waterways. The city's representative artificial
physical elements, roads, water supply and sewerage, and historical buildings, are also based on natural
geographical features such as terrain and waterways. In other words, the level of the urban landscape
in Seoul today was determined by the topography that originated from Nae-sa san Mountain and the
water system that flowed inside Han-sung bu.
KeyWords：The topography of Seoul, The waterways of Seoul, Waterways and Urban Spatial Structure,
Waterways and living area, Topography, Waterway, Urban spatial structure

* 이 연구는 주저자의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 논문을 발췌, 수정·보완하였음.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Ph.D.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BK21, Univ.
of Seoul)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Univ. of Seoul), 교신저자(E-mail:
swyang@uos.ac.kr, Tel: 02-6490-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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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서울 역사도심이 가진 지리적인 힘(지

1. 연구의 배경

형과 물길)이 오늘날 서울의 도시 공간구조를 결정
지었음을 확인하는 실증연구다. 이러한 실증을 통해

서울 역사도심은 1394년 조선의 수도로 결정되

인공의 힘이 아닌 자연지형과 물길 형태에 기원하고

면서 지금의 공간으로 경계되었고 그 공간은 자연

있는 서울 역사도심의 공간구조와 경관의 역사를 알

발생적 지리 특성에 의해 형성, 변화되며 지금의

리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도

도시형태와 경관을 만들었다.

시공간에서 차지하는 자연지리 구조가 가지는 지속

이 연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변화된 서울이

적이고 강건한 힘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갖는 지리적 구조, 그중에서도 미세지형과 미세지
형이 만드는 물길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역사도심 즉, 조선 천도시 성벽으로 구획되었

3. 연구의 방법

던 수도였던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의 수도 한성부는 중국 주나라의 「주례고공

연구는 20세기 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공

기」의 원칙아래 계획되었다. 그 원칙은 중심에 궁

의 손길이 닿기 이전의 도시 자연지형을 복원하는

궐을 두고, 궁궐의 왼편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것으로 시작된다. 한성부를 중심으로 하는 구득 가

두며 궁궐 앞으로 대로를 내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능한 최초의 근대 지형도인 20세기 초 「일만분일

그러나 이러한 「주례고공기」의 원칙은 조선의

조선지형도집성(1915)」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이를

도시자연요소라는 큰 벽 앞에서 기틀적 역할 만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담당하게 된다. 한성은 특수하고 강력한 지리조건

연구는 먼저 복원한 지형도를 기초로 20세기

인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점점 낮아지는 땅의 형

초 한성부의 자연지형과 수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태와 이를 따라 모여 도성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

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복원된 서울 역사도심

며 흐르는 물길이라는 지리구조의 뿌리가 깊었던

의 자연지리구조를 토대로 도시인공요소인 조선의

도시였기 때문이다.

생활권인 행정경계(部, 署, 坊)와의 관계, 그리고 현

이 외에도 서울 역사도심의 물리적 공간구조 및

재 행정경계인 동(洞)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마지

경관 또한 지형과 물길에 영향을 받아 계획, 형성,

막으로 도시지형과 물길이 도시의 물리적 공간구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조 형성과 개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도시 자

우리는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 역사도심의 깊은

연지리요소의 강건함을 확인한다. 즉, 역사도심의

뿌리를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지리구조, 즉 남겨진

자연지리 구조를 토대로 행정경계와 시설물, 도로,

거시역사의 흔적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또한, 도

상하수도 형성과 변화 등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

성의 자연지형과 물길이 지금의 도시형태와 경관

는 방식으로 물길과 도시 공간구조와의 관계를 구

을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체적으로 실증하는 것이다.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표 1> 연구의 흐름
서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천도 이후부터 급속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방법 및 의의

▼
선행연구
고찰

∙ 서울의 지형과 물길 관련 연구 검토

▼
서울의
자연지리
실증

∙ 한성부 지리구조 특성 분석
∙ 한성부 고지형의 복원 (CAD)
∙ 고지형을 활용한 한성부 물길의 추출
(GIS 수리수문분석)
∙ 한성부 五部/五署경계와 물길
∙ 한성부 坊경계와 물길
∙ 2020년 동경계와 물길

▼
공간구조와
물길 비교

자연지리구조 연구는 1900년 초 지형을 다룬
다.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도시화를 맞이하
여 도시구조가 변화한 일제강점 이전시기로 인공
이 아닌 오랜시간 유지되어 온 자연발생적 지형의
원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을 다룬다. 자연지리구조가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
계열적 역사의 층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도로 형성과 물길
∙ 궁궐·관아 입지와 물길
∙ 도시개조와 물길

▼
결론

분석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범위는 차이가 있다.

생활권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
생활권과
물길 비교

한 근대화가 이루어진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이며,

∙ 연구 종합 및 시사점

공간구조 연구는 도시공간구조 형성기인 조선
초와 이후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였던 일제강점의
도시개조 시기를 구체화하여 자연지리구조의 영향
력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금의 사대문안 지역으
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사산에서 시작되어 청계
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청계천의 지천과 이러한 지
천과 관계하는 서울 역사도심 내 지역 전체 <그림
1>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사대문안)

4.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도시 조영 형성과 변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도시 내 자연지리구조를 강조하
는 시초 연구이다. 땅과 물이라는 자연요소가 도시
의 형성과 변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공간의 지리연구는 대
부분 조선총독부 발행 「지적원도」를 활용하여 이루
어져 왔다. 「지적원도」는 현재까지 남겨진 서울 역
사도심의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근대 지적자료이
다. 「지적원도」는 1900년 초 실측을 통해 매우 정
밀하게 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가치를 가진다. 그
러나 도시화 초기 도시민의 땅, 즉 지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 연구 자료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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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적자료보다는 자연지형에 초점
을 두어 제작된 구득 가능한 가장 정밀한 1915년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서울의 물길변화를 거
시적으로 다룬다.

지형자료를 기초로 한다. 위 지형도의 제작연도는

이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시 내 지형과 물

「지적원도」와 유사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지적 변화

길이 도시형성과 발달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사례

에 비해 원 지형을 중심으로 구축된 맵으로 지형분

로는 나평순(2017) ‘물길의 변화로 본 북촌의 장

석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소성’, 고아라(2018)의 ‘물길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이 지형도의 한계는 1921년 「조선지형도집성」

역사도심의 도시형태 해석’, 이길훈·이경욱·양승우

과 1930년경 제작된 「경성지도」를 활용하여 보완

(2019)의 ‘남소문동천의 복개과정에 따른 도시공

하였다. 이들 지형도 또한 지적의 변화를 기본 지

간 변화 특성 연구’, 고아라(2019)의 ‘물길로 해석

형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제작되어 원지형 정보를

한 한성부 도시공간구조: GIS수리수문분석을 활용

정밀하게 담고 있다.

하여’가 있다.

이 연구는 이들 지형도를 기초로 역사적 사료로

물길 관련 저서로는 「서울의 옛물길, 옛다리(박

남겨진 자연지리(지형)를 다양하게 분석 가능한 디

현욱, 2006)」, 「서울의 하천(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

지털 맵으로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회, 2000)」이 있으며 이들 자료는 역사지리서 물길

연구에서 사용한 조선시대 한성부 지형은 근대화·

자료를 집대성하여 자세히 정리하고 있어 연구의

도시화로 급속히 도시지형이 변형되기 이전의 것

기초가 되었다.

으로 인공에 의한 변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관련 보고서로는 「청계천지천연구(청계천박물

이 시기의 자연지형을 전산화하고 이를 기초로 현

관, 2020)」를 비롯하여 시리즈물로 간행된 학술

대의 다양한 학문에 접목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삼청동천도시공간변천사(2015)」, 「백운동

의미가 있다.

천도시공간변천사(2016)」, 「남소문동천도시공간
변천사(2017)」, 「대학동천역사및도시공간변천사
(2018)」, 「창동천역사및도시공간변천사(2019)」를
참고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서울의 입지와 공간구조에서 자연지
형이 갖는 의미는 오랜 시간 많은 연구자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김동실(2008)은 ‘서울의 지형적 배

이 연구는 서울 역사도심 자연지리의 원형인 지

경과 도시화 양상’에서 서울의 도시화는 지형과 밀

형과 물길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서울의 물길을 다

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상구(2010)는

루는 선행연구는 유경희(1983)의 ‘서울의 하계변

땅 그 자체의 형상과 질서가 한양과 서울이 갖는 정

화과정 연구’와 榎本直信(2009)의 ‘水網都市ソウル

체성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특히 물길은 땅의 가장

の成立と近代化による変容’, 김기혁(2019)의 ‘대동

낮은 부분을 길을 만들며 흘러가는 것이어서 가장

여지도를 통해 본 한양 도성지도의 하천 유로 계열

민감하게 땅의 모양, 미세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하였다. 송인호(2010)는 서울의 수계는 미세지형

수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리요소이다. 한성의 토

의 굴곡을 따라 흐르는 물길의 네트워크이며 서울

질은 거시적으로 남산을 기점으로 도성 안 지역은

도심의 복잡한 골목길은 물길과 더불어 주름진 지

중생대 흑운모 화강암, 도성 밖 지역은 선캄브리아

형을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기 호상 흑운모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들은 이 연구의 시작과 기틀이 되었다.

세부적 토양특성인 정밀토양도는 도성 안 지역에

큰 틀에서 이 연구는 공간역사에서 지리구조의

서도 차이를 보인다. 정밀토양도는 수계의 토양 침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페르낭 브로델(Fernand

투율과 관계되는데 북악, 인왕을 중심으로 하는 청

Braudel, 1902-1985)의 ‘장기지속(longue durée)’의

계천 이북지역의 토양 침투율은 낮고 남산을 중심

개념이 바탕이 되었다. 그의 저서 「La Méditerranée

으로 이어지는 청계천 이남지역의 토양 침투율은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높다(서울특별시, 2013: 29~30).

Philippe Ⅱ」(주경철·조준희(역),2017)는 환경과

위의 자료를 기초로 서울의 지리구조를 해석해

도시지리구조가 미치는 도시공간과의 강력한 연결

보면 침투율이 낮은 청계천 이북지역은 외사산과

고리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내사산으로부터 흐르는 많은 내수의 유량으로 인
해 직선형의 곧고 굵은 형태의 유로가 형성되기 쉬
운 반면, 침투율이 높은 청계천 이남지역은 지형의
고도차가 낮고 흐르는 물의 유량이 적어 고불고불

Ⅲ. 서울의 자연지리

하고 좁은 물길의 형태가 나타나기 쉬우며, 땅 자
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 질퍽한 지역의 특성(진고개
라고 불림)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1. 한성부 지리구조의 특성
한성의 내수는 지형 및 토질과 밀접한 관계를

2. 한성부 고지형의 복원

갖는다. 도시를 조영하면서 자연적 수계에 변형을
가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의 형성과 흐름, 배수에 이

이 연구는 먼저 정밀한 한성부의 자연 물길을

르는 과정은 지형과 지질 두 요소의 상호작용과 긴

분석하기 위해 20세기 초의 지형을 복원하고자 한

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 구득 가능한 지형을 담은 근대지도인 1915년

한성의 지세는 성곽을 중심으로 도성 중심부로

경성부에 의해 발행된 「일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

낮아지는 지세를 하고 있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내

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 지형도는 1904년 을

사산에서부터 도성의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 난

사늑약을 체결하고 1906년 통감부 설치이후 보다

물길을 따라 모인 물은 청계천을 따라 서에서 동으

정밀한 근대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삼각측량을 실

로 흐른다.

시하여 제작한 근대지도이다. 정밀한 측량에 의해

지세 외에도 토양이 갖는 성격 즉, 토질 또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일제 통치로 인
해 본격적으로 서울의 도시공간변화가 시작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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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지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아라,

<그림 3> 한성부 자연지형도(1915)

2019: 116).
<그림 2> 일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

지형복원은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1단계는
1915년과 1921년 지형도를 기초로 CAD 지형도
를 작성하였다. 2단계는 1928년 「경성지도」를 기
초로 지형을 보정하였다. 3단계로는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제공되는 수치지형도와 사료를 통해 지
형도를 추가로 보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일제강
점기 건축으로 인하여 변형된 등고선과 소실된 등
그러나 이 지형도는 도심 내 미세지형이 잘 보

고선을 복원하였다.

이지 않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을 위한 전산화

1915년 이전에 이미 근대건축물이 들어서며 자

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지도 외에 미세지

연히 지형도 일부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1915년을

형이 잘 드러나 있는 1921년 조선총독부작성 「일

기초로 만든 복원 지형도를 조선후기 지형으로 간

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과 1928년 작성된 「경성

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후기의

지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세 지도를 동

지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1915년에서 일제강점기

시에 보완하여 1915년의 서울 역사도심의 지형을

에 건설된 대형건축물을 제거해 가며 지형을 복원

복원하였다(<그림 3> 참조).

하는 과정을 거쳤다.

복원된 지형자료는 일제에 의해 변형되기 이전

1915년, 1921년 「일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과

의 지형으로 원형에 가까운 한성부의 지리를 복원

1928년 「경성지도」를 비교하면 건물로 인해 변화된

한 디지털 지형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등고선을 추정할 수 있다. 근대건축물의 건설로 인
하여 변화하거나 누락된 등고선을 보정하여 20세기
초 지형도를 복원하였다(청계천박물관, 202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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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성부 지형을 활용한 물길 추출

<표 2> 한성부 물길의 추출
한성부 수리수문분석 과정

앞에서 복원한 한성부 자연지형도(1915)를 활
용하여 한성부 지형을 따라 흐르던 물길을 확인한
다. 이 연구는 도성 안을 흐르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청계천 외에도 내사산에서 시작되어 청계천
으로 모이는 도성안의 미세한 물길을 모두 분석해
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Arcgis

1. TIN 구축

2. DEM 제작

3. Flow Direction 분석

4. watershed 추출

10.3’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리수문분석(Hydrology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에서 구축한 복원 자연지형도(1915)를 활용
하여 한성의 TIN(부정형 삼각 네트워크 모델,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리수문을 위한 주요한 모델인 DEM
(수치표고모형, Digital Elevation Model)을 구축
하였다. 이 모델에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흘려보는

길 옛다리(박현욱)」와 「서울이천년사(서울특별시사

Flow Direction과정을 거쳐 1915년 서울 역사도

편찬위원회)」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심 내 하계: 유역과 유로(watershed)를 추출하였다.

물길별 유역면적과 유로폭, 평균고도와 평균경

수치지도를 활용한 3차원 데이터 생성을 활용

사 값은 <표 3>과 같다. 지리구조가 뚜렷한 물길은

한 이런 분석은 지리 및 도시공학의 영역에서 이미

백운동천, 삼청동천, 흥덕동천 등 청계천 이북지역

활용되고 있지만 이 연구와 같이 20세기 초 근대

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었고 이들 중 청계천 상류물

지도를 기초로 과거 지형을 복원하여 물길을 추출

길인 흥덕동천의 유역면적이 2.247㎢, 유로폭도

한다는 측면에서 접목하여 분석한 것은 이 연구가

0.5~23.5m로 가장 크고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초라 하겠다.

이는 흥덕동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낙산의 미세지류

구체적 복원과정은 아래와 같다(<표 2> 참조).

들이 너무 가늘고 미세하여 각각의 유역과 유로로

수리수문 분석을 통해 20세기 초 한성부에 27

분석되지 않고 흥덕동천 하나로 분석되었기 때문

개의 유역과 유로(청계천 이북지역에 16개, 청계천

인 것으로 보인다.

이남지역에 11개)가 있었던 것이 분석되었다. 분석

또한 각각이 하나의 유역으로 분석된 청풍계,

된 서울의 27개 하계는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명칭

옥류동천, 누각동천, 사직동천, 경복궁내수, 경희궁

을 부여하였다. 문헌자료는 조선시대 도성 내 물길

내수는 모두 백운동천의 계류로서 이들이 합류되

에 관한 기록 자료인 「준천사실(濬川事實, 1760)」

어 흐르는 백운동천은 청계천 발원지이자 본류로

과 「한경지략(漢京識略, 1835)」, 「동국여지비고(東

서 가장 중요한 한성의 지리를 담당하는 지천으로

國與地備考, 1870년경)」를 비롯하여 「서울의 옛물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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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 역사도심 27개 미세물길 추출

Ⅳ. 생활권과 물길

Ⅳ장에서는 앞의 Ⅲ장에서 분석된 한성의 미세
물길 복원자료를 기초로 물길과 지형을 담은 자연
지리가 한성부 도시민의 삶과 생활에 어떻게 영향
을 미쳤는지를 확인한다.
한성을 형성하는 지리 구조와 물길은 자연스럽
게 한성부 도시민과 그들의 활동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활권역인 도시 행정편제를 결정하는 주
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의 보이지 않
는 경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생활권역이다.
조선의 행정조직은 도성 안을 통할하는 오부(五
<표 3> 미세물길의 기하학적 특성
물길명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백운동천
청풍계
옥류동천
누각동천
사직동천
경복궁내수
경희궁내수
삼청동천
대은암천
안국동천
옥류천
회동천
제생동천
금위영천
북영천
흥덕동천
정릉동천
창동천
회현동천
남산동천
이전동천
주자동천
필동천
생민동천
묵사동천
쌍이문동천
남소문동천

유역면적
(㎢)
1.187
0.179
0.621
0.145
0.555
0.194
0.361
1.626
0.273
0.308
0.750
0.787
0.128
0.095
0.550
2.247
0.534
0.302
0.571
0.397
0.154
0.325
0.454
0.027
0.922
0.263
1.224

유로 폭
(m)
5.5~16
0.9~4.6
1.5~16.6
1.4~4.5
0.6~6.8
1.1~2.2
1.2~2.7
5.1~18
0.6~5.1
0.6~3.1
0.6~6.1
1.1~2.8
1.3
0.7~3.8
2.5~8.3
0.5~23.5
0.8~9.2
0.7~3.7
0.4~3.0
1.6~5.9
0.4~3.2
1.4~11.2
1.3~29.1
0.5~1.7
1.4~13.1
0.9~7.3
1.1~18.1

部)로 구분하고 각 부 안에 방(坊)과 동(洞), 리(里),
평균고도 평균경사
(m)
( °)
79.31
10.53
109.55
18.32
117.74
17.79
97.19
16.23
55.84
7.61
42.80
1.78
43.08
4.45
103.66
13.47
73.74
10.70
34.40
1.97
33.20
4.44
34.31
3.45
47.24
5.33
29.75
1.03
61.01
8.81
46.64
6.88
33.62
2.43
41.31
3.71
54.90
7.11
60.77
8.93
32.07
2.70
84.32
11.75
66.80
9.13
28.07
0.95
85.30
12.42
33.94
3.83
58.47
7.84

계(契)를 두었는데 이들 행정편제는 많은 부분 도
시의 자연지리, 즉 도시의 구조에 의해 형성 변화
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권, 즉 행정적 물리
경계를 역사기록이나 지도 등의 사료에 기초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는 과정
은 의미가 있다.

1. 오부(五部)/오서(五署) 경계와 물길
조선 초 한성부의 행정경계는 도성 안에 오부
(五部)와 각 방(坊)을 두었으며 행정기능은 도시 관
리기능, 일반 행정기능, 사법기능으로 대별된다(고
동환, 1998: 89). 한성부의 5부(部)는 오늘날의 구
(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박경용, 1995: 15).
이러한 도시행정의 공간적 경계를 담고 있는 맵으
로는 1907년 한국총람의 「경성시가도」가 있다(<그
림 5> 참조).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그림 5> 한국총람의 「경성시가도」(1907)

지점으로 도시민의 필요(통행)에 따라 자연 발생된
동서방향의 도로로 조선 후기 고지도에도 표현되
어 있는 주요한 중로 중 하나이다. 이 자연발생적
도로는 북서(北署)와 중서(中署), 서서(西署)의 경계
가 되었다. 서서(西署)와 남서(南署)의 경계는 청계
천에서 이어지는 창동천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위의 분석을 기초로 조선 초 행정적 편의를 위
해 형성된 오서(五署)경계가 도시 내 지형과 물길
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시가도」를 살펴보면 오부(五部)가 아닌 오

2. 방(坊) 경계와 물길

서(五署)가 기록되어 있다. 한성부는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그것은 위치에 따

그다음은 부(部)의 하위조직이자 구체적인 도시

라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중(中)으로 나뉘게

공간의 동네생활권(행정차원의 최말단 조직(고동

된다. 한성부의 오부제(五部制)는 조선왕조 멸망 때

환, 1998: 47))으로 볼 수 있는 방(坊)의 구획과 도

까지 골격은 변함없이 갑오개혁 때 명칭만 서(署)

시 지형과 물길을 만드는 자연지리구조와의 관계

로 바뀌었다(박경용, 1995: 16). 따라서 1907년에

를 분석한다.

제작된 「경성시가도」에는 오서(五署) 경계가 기록
되어 있다.

방(坊)은 원래 중국의 도성 내부를 격자형 도로
로 구획하고 이러한 격자형 도로로 구획된 각 부분

오서(五署) 경계는 도시 내 지형에 의한 도로와

을 방으로 일컬었던 데서 유래된 것이다(고동환,

물길에 기초하고 있다. <그림 5>를 살펴보면 중서

1998: 45). 한성부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中署)와 남서(南署)의 경계는 도성을 동서방향으로

에 이와 같은 격자형 도로를 기준으로 방을 구획하

가로지르는 청계천의 물길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였으나 주민들이 주거를 넓힐 요량으로 도로를 침

북서(北署)와 동서(東署)의 경계는 창덕궁의 경계가

범하였기 때문에 도로가 좁고 구부러져 초기의 격

영향을 주고 있지만, 창덕궁 입지 또한 창덕궁 좌

자형 도로 모습은 금방 훼손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측을 따라 흐르던 북영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

것이다(태종실록, 1407: 권 13. 첫 번째 기사).

이므로 북영천의 경계와 같다.

또한 동네 방(坊)이라는 한자가 땅(土)이라는 뜻

북서(北署)와 중서(中署), 북서(北署)와 서서(西

과 형태(方)라는 음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짐

署)의 경계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따라 형성된 구불

작할 때, 지형과 물길이 만드는 도시의 형태, 즉 사

구불한 동서방향의 도로(지금의 자하문로1길, 율곡

람들의 활동과 욕망과 관계하며 지형과 물길에 의

로)로 경계되어 있는데, 이는 분지형태의 한성부의

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네 형태를 보여주는 기록

북악산에서 내려오던 가파른 경사가 완만해지는

으로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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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행정방(行政坊)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와 규모가 조금씩 변화되었다. 家永祐子(2010)의

<그림 7>
한성부시가지도(1903)

<그림 8>
최신경성전도(1907)

「북촌 한옥마을의 서울학적 연구」에 따르면 조선
시대 한성부 북부 행정방은 태조 5년, 세종 13년,
중종 35년, 영조 26년, 정조 13년, 고종 4년, 고종
31년 시기별로 일부 방이 부활되거나 폐지, 신설
되거나 명칭이 변화하기도 하였다(家永祐子, 2011:
81~83).
이 연구에서 다루는 방의 경계는 매우 중요한 부
분이지만 조선의 정확한 물리적 방(坊) 경계에 대한

한성부의 방은 많은 부분 미세지형과 물길에 의

사료가 없다는 연구의 한계에 따라 그간 대부분의

해 경계 지어지고 있었다. 먼저 경복궁이 위치하고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1908년 경성시가도(박경

있는 지역인 북서(北署)를 살펴보면 통의방(通義坊)

용, 1995: 25)의 방 경계와 한성부시가지도(1903,

과 진장방(鎭長坊), 관광방(觀光坊)이 삼청동천(8)

경부철도주식회사제작)와 최신경성전도(1907)에 기

(<그림 9>의 8번 물길 참조, 이하 같음)에 의해 경

록된 경계기록을 참고하여 축척이 있는 최초의 지

계져 있고, 관광방(觀光坊)과 안국방(安國坊)은 안국

도인 1912년 지적원도 위에 방(坊) 경계를 올린 맵

동천(10)에 의해 경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 제작하였다. 그 위에 추출된 지형도의 자연 물

작은 물길로는 회동천(12)에 의해 가회방(嘉會

길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그림 9>1)를 제작하여 연

坊)과 양덕방(陽德坊)이 경계되었고, 제생동천(13)

구를 진행하였다.

에 의해 양덕방(陽德坊)과 광화방(廣化坊)이 경계
되었으며, 옥류동천(3)에 의해 순화방(順化坊)과 준

<그림 6> 경성시가도
출처: 박경용, 1995, 「개화기 한성부연구」, p.25

수방(準數坊)의 일부를 구분 지었다.
<그림 9> 자연물길형태(1915)와 유사한 방경계

1) <그림 9>의 물길번호는 앞의 <표 3>의 물길명칭을 참조.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서서(西署)는 경희궁내수(7)에 의해 인달방(仁達

3. 동(洞) 경계와 물길

坊), 적선방(積善坊)과 여경방(餘慶坊)이 구분되며,
정릉동천(17)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릉동

그렇다면 방(坊)이라는 행정체제가 600여 년 이

천의 유로와 유사한 형태의 방 경계가 여경방(餘慶

상 지난 오늘날 서울의 행정경계는 어떠할까? 시간

坊)과 황화방(皇華坊)을 구분 짓고 있다. 이와 유사

이 흐름에 따라 한성에서 서울특별시까지의 역사

하게 창동천(18)을 따라 서서부(西署部)와 남서부

의 변화처럼 도시의 모습과 경관 또한 완전히 변화

(南署部)가 경계졌는데 그 구체적인 방명칭은 양생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방(養生坊)과 회현방(會賢坊)의 경계가 된다.

사람들의 활동을 경계 짓는 행정경계, 행정조직,

중서(中暑)의 경우 관인방(寬仁坊)과 경행방(慶幸

또한 완전히 변화했을까?

坊)의 일부경계가 안국동천(10)에서 청계천까지 이

오늘날 법정동경계는 행정차원의 최말단 조직

어지는 물길에 의해 나뉘며 경행방(慶幸坊)과 정선

이라는 점에서 조선의 방(坊)과 닮았다. 그러한 면

방(貞善坊)의 일부경계는 북영천(15)의 형태와 유사

에서 오늘날의 생활권역과 지금은 땅 밑으로 사라

하다.

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존재해 왔던 옛

동서(東署)지역을 관통하는 흥덕동천(16)은 숭교

물길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방(崇敎坊), 건덕방(建德坊)과 숭신방(崇信坊)을 구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성 내 한성부

하는 경계가 되었고, 옥류천(11)은 창경·창덕궁 터

였던 공간인 2020년 서울 종로구와 중구 법정동

와 연화방(蓮花坊)을 구분 짓는 방경계의 일부와 일

경계를 확인하였다. 지금은 도로로 변화한 과거 자

치한다.

연발생 지형을 기초로 도출한 물길형태를 중첩해

남서(南署)의 경우 훈도방(薰陶坊)과 성명방(誠明
坊)의 경계가 주자동천(22)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그림 9> 자연물길이 중첩된 방 경
계 지도를 확인하면 경복궁이 위치하고 있는 북서

보았다.
중첩 결과, 한성 이후 많은 역사적 시간의 중첩
속에서 도시의 물리적 모습, 물리적 경관은 변화했
지만,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사람을 관리하는 행정
영역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쪽의 수계와 방 경계가 많은 부분 불일치하고 있음

2020년 법정동 경계는 오랜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확인된다. 저자는 조선 초 경복궁을 비롯한 주

불구하고 대부분 앞에서 분석한 20세기 초 자연발

요 공공시설, 주작대로 등의 건설과 주작대로 양

생적으로 형성된 물길의 형태와 많은 부분 일치하

쪽의 주요 관서 건설과정에서 기존 물길 일부를 서

고 있었다.

측으로 밀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본다. 그와 함께

특히 물길방향, 유로형태를 만드는 남북방향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행정을 위한 경계와 조직

법정동 경계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

또한 변형된 물리적 물길 형태와 함께 변화된 것으

활권으로 구분된 채 아직까지도 도시공간을 형성

로 판단된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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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연물길형태(1915)와 유사한 동경계
(물길번호는 <표 3>의 물길명칭을 참조)

지어 현재는 복개되어 땅속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물길과 지형을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층을 이루는
등고가 마을 혹은 동네를 결정짓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이다.

Ⅴ. 공간구조와 물길

Ⅳ장의 도시민의 생활권역 뿐 아니라 인공적으
로 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하거나 결정짓는 물리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
활권(행정경계)도 더욱 세분화 되었는데 세분화 양

기반 요소들 또한 도시 내 물길과 지형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상은 물길형태인 남북방향의 행정구역을 여러 개
의 동서방향의 법정동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
게 된다. 분지형태인 서울 역사도심의 경우 수계가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이 남북방향의 물길
은 자연스레 동네를 구분 짓는 경계 역할을 하며
남북방향의 행정경계가 되었다.
동서방향의 경계는 지형의 영향을 받았는데 서
울 역사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의 경우 북쪽
의 북악산(342m), 동쪽의 낙산(125m), 남쪽의 목
멱산(265m), 서쪽의 인왕산(338m)으로 그 높고
낮음은 다르지만 이들 산지가 둘러싸고 있는 산맥
이 평평한 지형으로 변화되는 지점(약 높이 35m)
에서 완만한 등선의 띠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동서방향의 행정구역은 이와 같은 자연
지형에 순응하며 등고를 따라 형성되며 세분화되
어 법정동의 경계를 형성하였다.
즉, 도시민들의 생활하는 동네의 권역인 법정동
경계는 거시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
는 미세한 땅의 형태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심

1. 도로 형성과 물길
먼저 한성의 도로 형성에 자연지리구조인 미세
지형과 물길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한
다. 실록을 비롯한 고문헌에서 한성부 도로 계획에
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이는 한성부가 자연발생
적이고 유기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한성의 대로인 종로, 육조
대로, 남대문로 기록은 한성의 주요 계획 도로들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도성건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례고공기」의 도로계획에 관한 내용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례고공기2)」의 도로계획에 관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궁궐의 남문에서부터 서남쪽
중앙의 남문까지 대로를 낼 것”, “성내의 9개 남북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도로와 9개 동서도로를 낼 것(國中九經九緯)”, “성

따라 형성된 대로는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서 황

내의 북쪽에 공공시장을 두고 그 전면에 광장을 둘

토현까지로 한정된다. 이를 통해 한성의 도로형성

것(前朝, 後市)”이 그것이다(이우종, 1995: 193).

이 자연지형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한성부 도시에서 살펴보면 「주례고공

광화문에서 황토현까지 이르는 대로는 황토현 구

기」의 도로계획 원칙은 한성부 도시구조 일부에 독

릉을 평평하게 하지 않은 채 구릉을 빗겨난 지점까

특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다.

지, 곧 육조거리에서 남대문으로 바로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동쪽 운종가로 이어졌다가 종로네

<그림 11> 「경국대전」에 기록된 계획도로

거리에서 남대문으로 연결되어 정(丁)자형 가로체
계를 보이고 있다(이상협, 2012: 84). 또한 육조대
로는 북악과 인왕에서 시작된 백운동천과 삼청동
천 물길 사이 상대적으로 지형이 높은 구릉에 위치
하며 남북방향으로 계획되어 상징가로의 위엄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입지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9개의 남북도로 와 9개의 동서도로
를 낼 것(國中九經九緯)”은 한성부에서 4대문 4소
문으로 변형되었다.
한성부 조영은 왕궁입지가 결정된 후 4대문, 4
소문의 입지가 선정되었는데 이들 중 동대문, 서대

먼저, 「주례고공기」 도로계획의 “궁궐의 남문에
서 서남쪽 중앙 남문까지 대로를 낼 것”의 내용은
한성부 도시공간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다만 그 계
획은 종로까지 연결되는 세종대로가 그 원칙을 따
르는 대로(大路)로 대신하고 있다.
지금의 광화문광장에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솟
아올랐다가 정동과 청계천광장을 거쳐 무교동 쪽
으로 흘러내린 나지막한 고개(황토현)로 가로막혀
있었다.3) 지금은 그 지형이 사라져 알 수 없지만 원
래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지맥 중 하나로 흔히 황토
현이라고 불렸다(이상협, 2012: 83). 위의 원칙을

문은 동, 서쪽의 지형이 비교적 평탄한 관계로 정동
(東)쪽과 정서(西)쪽으로 결정되었고, 북대문은 북
쪽이 험준한 북한산으로 둘러져 있어 북악과 낙산
사이 비교적 산세가 약한 곳으로 결정되었다. 남대
문은 남쪽에 목멱산이 자리하고 있어 지형이 평탄
한 남서방향으로 결정된 듯하다(이상협, 2012:
84). 이렇게 결정된 대문과 소문을 기초로 지형과
물길형태를 고려하며 중로와 소로가 연결되는 방식
으로 도로가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 공공시장을 두고 그 전면에
광장을 둘 것(前朝, 後市)”은 궁궐 북쪽은 주산으로

2) 周禮考工記: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國中九經九緯, 經塗九軌, 左廟右社, 前朝後市, 朝市一夫
3) 서울신문, 2013.07.26. , “노주석 선임기자의 서울택리지-6.세종로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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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도성대지도」에 보이는 대로와 중로
출처: 서울이천년사 13. 210쪽 재구성

<표 4> 「도성대지도」 물길형상을 따르는 중로
No
1

길(중로)
광화문에서 백운동천을 따라 종로 대로에
이르는 길

3

사직단에서 종침교를 지나 중학에 이르는 길

4

삼청동에서 동십자각에 이르는 길

8

안국동천을 따라 종로 대로와 연결되는 길

9

가회동천을 따라 종로에 이르는 길

10

성균관 동반수를 따라 내려와 관등을 거쳐
함춘원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

11 건덕방의 남북으로 통하는 길
16

둘러싸인 이유로 한성의 공공시장, 시전이 북쪽이

종로에서 군기시교를 거쳐 수각교 밑 남대
문로와 만나는 길

20 태평방에서 19번 도로에 이르는 길

아닌 궁궐 앞쪽 종로 양측에 위치하게 된다.
종로는 동대문과 서대문을 기초로 지세가 가장

22 남산 필동교에서 초전동에 이르는 길

낮은 청계천과 나란한 방향으로 청계천 북측으로

23 남산 쌍이문동에서 염초정에 이르는 길

계획되었는데, 육조대로는 궁궐의 남문에서 종로

개천 남쪽 청념위계에서 어청교를 지나 쌍
이문동에 이르는 길
남산 아래 남소문동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28
남정동에 이르는 길

까지 연결하되 남대문로는 황토현 구릉을 빗겨난
구릉 옆 지천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27

물길
백운동천
형상의 길
사직동천
형상의 길
삼청동천
형상의 길
안국동천
형상의 길
회동천
형상의 길
흥덕동천
형상의 길
흥덕동천
형상의 길
정릉동천
형상의 길
남산동천
형상의 길
필동천
형상의 길
쌍이문동천
형상의 길
쌍이문동천
형상의 길
남소문동천
형상의 길

위의 내용으로 볼 때 한성 도시구조와 형태를
형성하는 주요 도로계획은 「주례고공기」를 따르기

도성대지도의 남북방향 중로를 「지적원도」를

보다 지리적인 땅의 구조, 땅의 형태에 기초하고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이들 도로는 물길의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상을 따라 물길에 접하거나 한 두 필지 뒤에 형

이후 계획에 의해 형성된 대로 외에도 자연발생

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자하문로, 돈화문로, 성균

적으로 발달한 중로와 소로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

관로, 남대문로, 장충단로 등이 물길을 따라 형성

는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남북방향의 자연지형을

된 대표적인 남북방향의 도로이다.

따르며 물길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형성되었다.

그 외에도 물길 옆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측도

조선후기 중로, 소로의 모습이 잘 기록된 「도성대

로의 발달에 도성 내 내수가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지도」를 살펴보면 18세기 중엽의 28개의 중로와

미세지형을 따라 형성된 자연발생적 물길 옆 측도로

소로 중 물길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 길은 13개에

는 경성부 「지적원도」 기준, 경성부 전체 하천 연장

이른다(<표 4>).4)

의 약 62%에 달한다(고아라, 2018: 167). 물길을

4) <그림 13>의 도성 내 중로로 추정되는 길(청색)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 4>로 정리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따라 형성된 측도로는 사람들의 이동을 위한 통과

선의 지형적 흐름과 수계를 고려하여 지금의 자리

도로이자 생활도로였던 것이다.

에 위치하게 되었다.
주변 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궁궐 내 고
도를 활용하여 궁의 경계를 결정하였고 주변을 흐

2. 궁궐·관아 입지와 물길

르는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을 자연해자로 활용하기
도 하였다. 고도를 활용하여 대은암천을 궁 내부로

한성은 유교적 사상아래 중국의 주례에 기초하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이수로 사용하였고 침수피해

여 도시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주요하게 고려되었던

도 막았다. 경복궁에서 사용한 배수로는 백운동천

도시의 물리시설은 수도의 통치시설인 궁궐이었다.

과 연결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켰다.

궁궐은 도시의 주요 통치시설로 대규모의 필지
가 필요한 건축물로 그 입지에는 땅의 형상과 산과
물이 만드는 풍수지리사상, 음양오행 사상이 함께
고려되어 형성된다.

이궁인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로 불리며 조선
시대에는 하나의 궁궐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궁궐터는 경복궁과는 달리 자연지형 고도차
가 상당히 있던 곳으로 응봉 산맥의 일부에 위치하

내사산으로 경계 지워진 조선의 수도 공간 내에

였다. 이궁궐터는 좌측 북영천과 우측 옥류천으로

는 모세혈관처럼 가늘고 미세한 물길들이 서로 연

경계 지워진 곳에 입지하며 그 설계상 북영천을 담

결되어 있었으므로 대규모 궁궐이 놓일 능선은 많

장 안으로 끌어들여 궁내의 배수로 역할을 동시에

지 않았다. 그중에서 비교적 미세한 물길이 없는

하도록 설계되었다.

북악을 주산으로 하여 펼쳐진 능선 끝에 대형필지
를 평탄하게 닦아 경복궁 입지로 정하였고, 북악

<그림 14> 백운동천, 삼청동천과 경복궁 입지

동측 줄기 능선을 따라 형성된 대규모 대지를 이궁
터로 결정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3> 북영천, 옥류천과 창덕·창경궁 입지

북영천은 창덕궁 북쪽 응봉 아래줄기 골짜기에
서 시작되어 계곡 수들과 합류되어 창덕궁 담장 안
쪽으로 흐르면서 경추문에서 인정전 우측의 선원
전과 규장각 사이를 흘러 금천교를 거쳐 종묘 쪽으
조선의 법궁, 경복궁은 북쪽 북악산 기슭의 평

로 흘렀다. 옥류천은 후원 옥류천에서 발원하여 창

탄한 분지에 자리하고 있다. 경복궁은 북악을 주산

경궁 옥천교를 지나 선인문 옆 수구를 통해 궁 밖

으로 하여 풍수지리에 의하여 북악의 나지막한 능

으로 흘렀다.

141

142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2호 2021. 6

이 두 내수 모두 궁의 입지 선정과 궁궐의 수원

<그림 16> 정릉동천과 경운궁 입지

이자 배수로로 활용되어 궁의 운영에 도움을 주
었다.
경운궁은 조선시대에 형성된 궁궐은 아니다. 대
한제국기 고종에 의해 환어되면서 새로운 궁궐이
되었는데 1900년 초에 작성된 「map of seoul」5)
에 경운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15>).
<그림 15> map of seoul
출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수궁의 입지가 결정되었고 이 물길은 궁궐 내 생활
용수와 배수로로 이수와 치수역할을 하였다. 이후
이 물길은 도로로 복개되며 덕수궁길이 되었다.
조선의 대표 통치 건축인 궁궐의 입지는 도시계
획의 매우 중요한 도시형태 요소였다. 이러한 궁궐
입지는 다양한 의견과 풍수지리에 기초하였지만,
결정에 있어 지대하게 미친 영향이 도시 내 미세지
형과 지형을 따라 흐르던 물길이라는 사실을 부정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발생적 지리 구조에 순응하
며 한성의 모습이 갖추어진 결과 이들 궁궐이 오늘
날까지 오랜 시간 도시 내 자리하며 역사를 지속하
고 있음은 사실이다.

경운궁 터는 임진왜란 직후 정릉동 주변의 집과

또한 도시 통치시설 궁궐 외에도 필수적 도시

주택을 궁궐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이라고 불

관리시설인 관아(官衙)들의 계획에도 물길이 밀접

리던 곳으로 이후 왕비의 재정을 담당하던 궁방으

하게 관계하고 있다.

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물은 도시의 필수요소였기에 도시 관리시설들

경운궁 또한 풍수적으로 산을 등지로 물을 끌어

은 물길과 인접하며 입지하고자 하였으며 도시의

안는 자리로 경운궁 남쪽으로 낮은 구릉(지금의 정

자연물길을 상·하수시설(이수와 치수)로 활용하기

동일대)이 위치하며 궁과 구릉 사이를 흐르던 정릉
동천(내수)이 흐르고 있었다. 이 물길을 경계로 덕

도 하였다.
조선시대 주요 군영(軍營)인 북영과 금위영이

5) 영국의 왕립아시아협회 한국지부에서 발행한 「Transaction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합본 6권 중 제3권의
부록(1:12.500)으로 정사각형의 방안 81개 안에 도성 안팎을 정확하게 측량하여 그렸다. 지명, 도로, 건물, 산하 등은 한글과 한문으로 정확
하게 표기하였다.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대표적인데, 이들 시설은 북영천, 금위영천 근처에

조선의 출납을 관장한 관청인 선혜창(宣惠倉)은

입지하며 시설 운영에 물길을 활용하였다. 그 내용

창동천, 조선의 궁궐과 관서의 종이 등을 보관하던

은 물길명칭(북영천, 금위영천) 기록으로 도시공간

관아인 장흥고(長興庫)는 장흥동천으로 장소성이 남

의 역사가 남았다.

았다. 신을 판매하던 점포인 이전(履廛)은 이전동천

그 외 교육시설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조

으로 활자의 주조를 관장하던 관서인 주자소(鑄字

선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동서반수(東西泮

所)는 주자동천 근처에 입지하며 시설명칭이 주변을

水)로 둘러 싸여진 구릉 위에 자리하고 있다. 성균

흐르던 물길 명칭으로 기억되고 있다.

관은 물길을 피해 적당한 입지를 정했고 성균관이

위의 <그림 17>은 「도성대지도」 위에 조선후기

입지한 후 주변을 흐르던 물길은 공부하는 곳을 칭

지천 주변에 입지하며 관계 맺고 있는 궁궐을 비롯

하는 학교 반(泮)을 따서 동반수(東泮水), 서반수(西

한 공공 시설물의 위치와 물길을 따서 표기한 맵이

泮水)로 불리웠다.

다. 오랜 역사를 지닌 조선 시대 동안 일부 관아의

학당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경복궁 동

입지가 변동하기도 하였지만 조선후기 「도성대지

측을 흘러내리던 삼청동천 하류에는 조선시대 주

도」에 기록된 관아의 입지를 기준으로 볼 때, 조선

요학당이던 중부학당(中部學堂)이 위치하고 있었

후기 많은 통치시설 및 공공시설물이 자연지형과

다. 중부학당을 줄여 주로 중학(中學)이라고 불렸는

물길형태에 순응하며 입지가 결정되었고 특별한 인

데, 이 명칭을 따서 중학 옆을 지나던 삼청동천의 하

공기술 없이 공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물이라는

류 물길을 중학천(中學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필수적 요소의 공급과 배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방식으로 물길과 주변에서 이수와 치수로 활

<그림 17> 도성대지도의 궁궐·관아 입지와 물길

용하며 도시공간의 형태를 갖추어 나갔음을 추측
할 수 있다.

3. 도시개조와 물길
한성의 자연지리인 지형과 물길은 도시의 물리
적 구조인 도로형성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국면
앞 대규모 변화의 흐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한성 내 물길은 근대화와 일제강점이라
는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 국면에서도 도시의 물
이 밖에도 조선후기 공공 창고 및 관청과 같은

리적 기틀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데 역할을 한다.

도시관리 시설들도 물길 옆에 입지하여 물길을 치

일제강점시기 도시 내 물길은 경성을 개조하고

수와 이수로 활용되었고, 장소성이 물길 명칭으로

통치하기 움직임의 지리적 제약이자 큰 걸림돌로

남겨졌다.

작용하였다.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경성을 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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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통치 권력을 담은 시구개수사업을 통해 도

경성부 시구개수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목적에

시공간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의한 개수 순서를 제외하고 지천과 겹치지 않는 노

1912년 발표된 ‘경성부시구개수개정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로개수를 통해 도심부를 네모반듯한

선 혹은 지리적 제약이 크지 않은 도로를 우선적으
로 개수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태로 개조하고자 하는 총독부의 의지를 추측할

급기야 1919년에는 통치중심을 기존의 중심지

수 있다(염복규, 2016: 23). 그러나 한성이 갖는

인 경복궁의 위치로 옮겨오며 경성부내의 지형과

지리적 제약은 계획안을 실행시키는 데 생각보다

물길 등의 지리 구조를 고려하여 변경된 개수 변경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였다.

안이 발표되었다. 변경 개수안에는 물길과 많은 부

경성부의 계획대로 도시 내 미세물길을 모두 복

분 겹쳐지는 방사형 도로가 빠졌다. 물길과 지형이

개하고 바둑판 모양의 도시공간으로 개조하기 위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경

해서는 첨단의 복개공사기술과 동시에 막대한 공

성부 내를 형성하는 도시 내 지리 구조는 도시개조

사비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일본식 시구개수를 방

의 걸림돌이었음은 분명하다. 이후에도 경성부 도

해하는 큰 요소 중 하나였다.

로개수는 기존 한성의 도로를 확폭하거나 정비하

1912년 경성부 시구개수계획안이 드러난 지도

는 정도의 개수만이 이루어진다.

인 「경성부명세신지도」를 살펴보면 개수개정을 계

또한 도시개조의 하나로 이루어진 상하수도 공사

획하고 있는 도로의 많은 부분이 지천이 흐르는 부

는 도로개수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위

분과 만나거나 교차하고 있다(<그림 18>).

생문제 차원에서 볼 때 도시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더욱 시급한 대규모 도시개조사업 중 하나였다.

<그림 18> 경성시구개정계획안과 경성부 내 물길교차점
(1914 경성부명세신지도 재구성)

경성의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초기부
터 대대적인 상하수도 개수사업이 계획되었다. 시
구개수와 복개(상하수도 건설)는 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의 미세지형과 물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어려움은 결과
적으로 예산부족 때문에 경성 상하수도 건설 계획
의 미실행으로 나타난다.

“하수의 개벽과 수도관의 이설 등 공사비
를 견적해보면, 1300만 원 예산이 더 소요
되므로 현재의 총독부 재정상 어려운 일”
(매일신보 1912. 11. 8.)
「경성부사」의 경성시구개정 개수노선 일람표

일제강점 초기 조선총독부는 특수한 경성의 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3: 271)를 참고하여

리 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공사를 계획하였던 것

미세지형과 물길로 읽는 서울 역사도심 공간구조

같다. 그러나 지리 구조가 갖는 도시 개조에 대한

약 6개년에 거쳐 이루어진 경성 1기 하수 개수

제약은 대대적 도시공간의 변혁 측면의 물길복개

공사는 청계천 이북의 7개 물길(5개 간선),청계천

공사를 미루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남의 9개 물길(10개 간선)의 일부 구간에서만 공

결국 1912년부터 계획된 하수개수공사는 6년

사가 이루어졌다.

이 지난 1918년에야 이르러 비로소 5개년 계획으

이후 2기, 3기, 4기의 하수개수공사를 거쳐 서

로 공사비 총 60만 3,000원(이 가운데 국고보조

울특별시기까지 시간이 흐르며 도시 내 모든 물길

30만 1,500원, 지방비보조 7만 5,000원, 부비부담

은 땅 아래는 상하수도관으로 땅 위는 도로로 변화

금 22만 6,500원)으로 물길 복개공사가 시작된다.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하수관거와 도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 경성 하수도 건

형태 또한 오래 전 물길이 흐르던 도시공간의 물길

설 사업은 재정의 만성적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이

형태와 유사하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도시의 구조

고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암거와 개거

역사, 도시층위의 역사로 남아 있다(<그림 19>).

방식의 하수공사방식 중 개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또한 지리 구조에 반하는 도시계획 폐해
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아라, 2018:
116-117 재구성).

Ⅵ. 결론

하수도 전체를 땅속에 묻는 암거방식은 매우 작
은 물줄기에나 적용했으며, 물줄기가 거대한 지리
제약이 큰 물길은 암거대신 땅을 덮지 않는 개거방

연구를 종합해보면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 역사

식으로 공사되었다. 즉, 경성1기 하수개수공사는

도심은 자연지리(지형과 물길)에 기초하여 형성되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길 중 비교적 지리적

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성부 내에는 지형에 기반을

제약이 덜한 물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정치적

둔 27개의 유역과 유로가 있었으며 이러한 땅의

의도가 결합되어 공사의 우선순위를 계획한 것으

구조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생활권역(행정경계)과

로 보여진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구조(도로, 궁궐, 관아)의 형성

<그림 19> 하수관거도
출처: 경성부하수개수상황일람, 기후현국립도서관

에 지속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했다. 또
한 지형과 물길이 갖는 강력한 지리적 힘은 오랜시
간 도시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강력한 도시개조의 요구에도 급격한 도시 공간구
조 변화를 막음으로써 오랜시간 땅의 조직과 옛길,
옛 물길의 흔적이 층층이 남겨진 오늘날의 역사도
심 서울의 공간구조와 경관을 형성하게 하였다.
한성은 자연발생적 지리구조가 강한 힘을 가진
특별한 도시이며 이 지형을 따라 흐르는 미세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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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오늘날 서울 역사도심에 이르는 도시 공간과
경관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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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 분포에 따른 보행자 주시 특성 및 시사점 연구*
- 서울시 강남대로를 대상으로 이승지**·김다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edestrian Observation for
Outdoor Advertising Attached to Buildings and Implications*
Seung-Ji Lee**·Da-Hye Kim***

1)
요약：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준 수립 시 광고를 수용하는 주체인 보행자의 행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득
력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이 연구는 아이트래킹 기법을 활용하여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의 분포에 따른 보
행자의 주시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남대로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입면도를 작성하여 옥외광고
물의 유형 및 높이별 분포 특성을 분석한다. 그다음은 아이트래킹 실험을 통하여 보행자의 시선방문시간을 측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 분포에 따른 보행자의 주시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보행자는 보행 시 일반적으로 2층 높이까지 주시한다.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높이에 대한 기준은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옥외광고물의 입면 점유율과 보행자의 시선방문시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5~6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옥외광고물을 많이 크게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5~6층은 대형 및 디지털 광고물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에 대한 높은 주목도를 고려하여 관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옥외광고물, 관리 기준, 아이트래킹, 보행자, 주시 특성
ABSTRACT：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destrian's observation according to the
outdoor advertising attached to the building and to present implications. An elevation map of outdoor
advertising is created for Gangnam-daero, and it analyzed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by type and height.
Next, the pedestrian's observation visit duration is measured through the eye tracking experi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destrians generally look up to the height of the second floor when walking.
The standards for the height of the advertising need to reflect this. Second,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elevation occupancy of advertising and the visit duration of pedestrians,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no correlation in the other floors except for the 5th and 6th floors. It can be seen that
installing more and larger advertisements has no effect,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otion and system.
Third, since the 5th~6th floors analyzed to be correlated are large-scale and digital advertisements,
management standards need to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high degree of attention for these types.
KeyWords：Outdoor advertising, Management standard, Eye tracking, Pedestrian, Observation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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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띄지 않게 되어버린다거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
신의 점포만 강조하려는 이기주의라고 비난해도,
간판전쟁에 휘말려 있는 상인들에게 이는 관념적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옥외광고물을 관
리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

적으로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되어 있고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가 일정 수준 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불특정 다수

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

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광고를 옥외 시설물에 설치

해서는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또는 부착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이다. 여기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을 점령하는 것은 필연적인

에는 광고를 제공하는 주체가 있고 광고를 수용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는 주체가 있는데, 광고를 수용하는 불특정 다수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제도

(대중)의 행태와 심리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

와 기준은 광고를 수용하는 대중의 행태와 심리 등

어야지 광고가 잘 전달될 수 있다.

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다양한 옥외광고물이 서로의 광고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광고를 제공하는

전달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상황에서 광고를 제공

주체가 관리기준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설

하는 주체는 시각적 자극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수

에서는 아이트래킹 기법을 활용하여 광고를 수용

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하는 주체인 보행자의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

시대부터 옥외광고가 시작되어 16~17세기에 최고

에 대한 주시 특성을 분석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기

의 번성기를 맞이한 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법률

준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서 간판의 크기와 부착 방법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시작되었다(김정수 외, 2018: 267).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기관과 상점 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입간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62년 「광
고물등단속법」을 시작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지하철 2호선 강

속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

남역 10번과 11번 출구에서부터 지하철 9호선 신

에 대한 규제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평

논현역 5번과 6번 출구까지 약 700m에 이르는 강

가받는다(조흡·강준만, 2009: 116). 광고를 제공하

남대로이다. 강남대로의 서측 보행로와 건물은 서

는 대표적 주체로서 상인들은 상점의 존재를 알리

초구에 속하며, 동측 보행로와 건물은 강남구에 속

는 매체로서 사회의 최전선인 가로를 향하는 옥외

한다. 강남대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업가로로서

광고물을 보다 크고, 보다 많고, 보다 튀게 설치하고

유동 인구가 많고, 옥외광고물의 수량과 크기 측면에

싶어 한다. 결국 서로 비슷해져서 어느 것도 눈에

서 도시경관을 압도하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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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남구는 2009년 3월 강

도출한다. 보행자가 해당 건물을 주시하는 이유는

남대로 미디어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간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옥외광고물의 다

정비를 시행하고 4개의 벽면형 전면 전광판을 특별

양한 요소가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히 허용한 바 있다. 서초구는 2009년 11월 강남대

는 해당 변수를 모두 세분화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로 간판정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

존재 자체와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입면 점

연구는 2장에서는 이론적 내용을 고찰한다. 우

유율(면적)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선 연구의 대상으로서 옥외광고물의 개념과 유형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함

을 검토하여 연구 대상을 한정하고, 보행자의 주시

께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연구의 흐름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아이트래킹 기법을 고찰함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으로써 연구의 방법을 설정한다. 3장은 강남대로
의 ‘옥외광고물 입면도’를 작성하여 옥외광고물 분
포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적으로 옥외광고물이 건

3.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물 입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입면 점유율)을 구하고
옥외광고물의 유형과 높이에 따른 차이를 각 분석

선행연구들은 광고를 수용하는 주체인 시민의

한다. 4장은 보행자의 주시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입장에서 옥외광고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

적으로 아이트래킹 실험의 개요로서 과제, 대상자,

안을 모색하여 왔다. 특히 1900년대 후반~2000년

일시, 방법 등을 제시한다. 실험 결과로서 옥외광

대 초반에는 심리량 분석방법에 해당하는 만족도

고물의 입면 점유율과 보행자의 시선방문시간 간의

와 선호도 평가, 경관질의 서술, 쌍체비교법, 의미

상관관계 등 옥외광고물과 보행자의 주시 특성을

판별법, 인지도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분석
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장 사진 또는

<표 1> 연구 흐름도

실험 슬라이드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1장 서론

통계분석을 통한 심리량을 측정하여 개선방안 등

↓
2장
이론적
고찰

연구대상 ∙ 옥외광고물: 개념, 유형
연구방법 ∙ 아이트래킹 기법: 원리, 지표
분석개요 ∙ 옥외광고물 입면도 작성, 면적계산
분석

∙ 유형 및 높이별 분포 특성

↓
실험개요 ∙ 실험 과제, 대상자, 일시, 방법
4장
보행자의
주시 특성

↓
5장 결론

아이트래킹 기법은 이러한 시민의 입장에서 옥
외광고물의 효과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3장
옥외광고물
분포 특성

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석

∙ 옥외광고물 분포에 따른 보행자의
주시 특성
∙ 옥외광고물 입면 점유율과 보행자
의 시선방뭉시간 사이 상관관계
∙ 옥외광고물 유형에 따른 특성

하는 또 다른 정량적인 분석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사토 마사루(1998)는 인간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
한 옥외광고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이
마크레코더를 착용한 실험자가 실제 대상지에서
보행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보행자가 걷는 보행
로 측은 5m 이하에 시선이 머무르고, 건너편 보행
로 측에서는 5~10m 사이에 시선이 머무르는 것으
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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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심리, 디자인, 광고 분야 등에

Ⅱ. 이론적 고찰

서 아이트래킹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그 중 아이트래킹 기법을 활용하여 옥외
광고물에 대한 주시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2010

1. 옥외광고물의 개념과 유형

년 초반 이후 발표되었다. 김지호 외(2012)는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이미지와 적용하지

1) 옥외광고물의 개념

않은 이미지에 대하여 아이트래킹 실험을 진행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여 옥외광고의 시각적 탐색의 효율성을 측정하였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옥외

다. 여미 외(2015)는 상업시설의 간판이미지를 매

광고물의 정의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개로 아이트래킹 실험을 통하여 간판의 가독성 개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신엽(2016)의 연구는 처

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음으로 실험자가 직접 거리를 걸으며 아이트래킹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옥외광고물

실험을 진행했던 연구로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효

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실내

과와 영향 변수를 파악하였다. 천용석(2020)은 아

에 설치한 광고물이 유리를 통해 외부로 표출되어

이트래커를 착용한 운전자의 도로주행 실험을 통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에서 보인

하여 도로변 야립광고의 주목률을 높일 수 있는 변

다면 이는 옥외광고물로 간주되며(창문 이용 광고

인들을 검증하였다.

물), 야외 경기장에 설치된 광고물이 입장한 관람

이 연구는 옥외광고물의 효과 측면에서가 아닌
옥외광고물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보행

객을 향해 표출된다면 이는 옥외광고물로 간주되
지 않는다(김정수 외, 2018: 34-35).

자의 주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디지
털 옥외광고물 또는 도로변 야립광고와 같이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고, 건물에 부착되는 옥외광
고물을 대상으로, 건물과 그 건물이 부착되는 옥외
광고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
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2) 옥외광고물의 유형
옥외광고물의 유형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
조에서 규정하며,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
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
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 광고물
로 현재 총 17종의 유형이 있다. 그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 형태, 게시 방
법, 내용 등의 분류 기준과 간판 및 광고물 용어가
혼재되어 혼란스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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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옥외광고물의 유형 및 분류 기준
분류기준

유형

벽면 이용 간판

위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 및 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광고물

형태

방법

판이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는 문자·그림 등을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 모형 등을 제
작해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건물에 옥상에 따로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지주 이용 간판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하거나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표시하는 광
고물

○

●
○
○

고정되지 아니한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을 벽면, 게시시설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를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등의 시설물에 붙이는 광고물

전단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

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에 직접 표시하거나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

선전탑

교통수단 외부에 직접 표시하거나 판에 표시하는 광고물

○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판이나 입체형으로 건물 및 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특정 광고물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인공구조몰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입간판

벽보

연구
대상

○

돌출간판

애드벌룬

내용

○
○

●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 (새로운 기술·소재·미디어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함)

3) 연구 대상 설정

옥상간판, 현수막, 창문 이용 광고물이 해당한다.

옥외광고물의 유형 중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

둘째, 이 중 돌출간판은 평면적인 고려가 불가능하

이 한정한다. 첫째, 이 연구는 건물 입면에 분포하

므로 제외한다. 셋째, 공연간판은 내용을 기준으로

는 옥외광고물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건물과 옥외

분류한 유형으로, 이 논문에서는 내용이 아닌 건물

광고물에 대하여 평면적으로 입면도를 작성하고

입면에 분포하는 위치가 중요하므로, 공연간판을

아이트래킹의 결과로서 히트맵을 작성한 후 분석

건물의 부착 위치와 방법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즉

하는 방법을 취하므로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

강남대로에 있는 공연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의 정

로 한정한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의에 부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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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트래킹 기법

시선고정횟수(fixation count)의 지표로 분류된다.
아이트래킹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시선고정

1) 아이트래킹 기법의 원리

시간에 따른 통계수치를 보여주는 AOI 시퀀스

아이트래킹은 이용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하

(AOI Sequence)와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여 시선의 위치를 알아냄으로써 실험자가 어떤 대

주는 비스웜(Bee Swarm), 시선으로부터 주목받은

상을 얼마나 오랜 시간 바라보고 이동하는지를 측

양을 투명도의 크기에 따라 보여주는 포커스맵

정하는 기술이다(강성중 외, 2019: 441). 눈동자의

(Focus Map), 시선이 머무는 영역을 온도의 색으

움직임은 능동적, 자동적, 비의식적으로 이루어지

로 나타내는 히트맵(Heat Map)이 있다(황미경 외,

기 때문에 실험자가 어떤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며,

2019: 105).

어떠한 순서로 자극을 보는지, 해당 자극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김지호, 2017: 42).

3) 연구 방법 설정

즉, 인간의 시지각적 반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알려

이 연구는 일상적인 보행 시 보행자가 옥외광고

주기 때문에 실험자가 직접적으로 대상에 대한 관

물을 주시하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실험자

심을 드러내지 않아도 실험자의 시선을 추적하여

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관심도를 측정할 수

구축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조형규 외, 2015:

있는 아이트래킹 기법의 활용이 적절하다.

24). 아이트래킹 기법은 평가의 심도가 높기 때문

아이트래커 장비는 고정된 화면을 사용하여 사용

에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도 방대한 데이

자의 시선을 측정하는 고정형(remote type), 사용

터를 획득할 수 있다(강성중 외, 2019: 442).

자가 직접 아이트래커를 착용하는 이동형(mobile
type), 특정 환경을 가상으로 제작하여 사용자의

2) 아이트래킹 AOI와 분석

시선을 추적하는 가상현실(VR) 아이트래커가 있다

아이트래킹은 특정 영역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김지호, 2017: 46-47). 이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

를 얻고자 하므로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

환경에서의 실증적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웨

영역으로서 AOI(Area of Interest)를 설정한다.

어러블 아이트래커인 Tobii Pro Glasses 2를 활

세분화된 AOI별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결과를 분

용한다. 웨어러블 아이트래커는 사용자가 일상생

석하게 되므로 연구에서 적절한 AOI를 지정하는

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각적 탐색 활동

것은 중요하다.

을 측정함으로써 실험 결과의 신뢰성과 일반화 가

아이트래킹 데이터 분석 지표로는 얼마나 많이

능성을 높인다(김지호 외, 2011: 391).

보는지의 시선방문(visit)과 얼마나 집중해서 보는

이 연구는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을 대상으

지의 시선고정(fixation) 값이 활용되며, 이는 다시

로 분석하고자 하므로, 강남대로 건물을 AOI로 설

시간(duration)과 회수(count) 값으로 구분된다.

정하며 2개 층에 해당하는 8m씩 세분화하여 분석

즉 시선방문시간(visit duration), 시선방문회수

한다. 또한 옥외광고물 분포에 따른 주시 특성을

(visit count), 시선고정시간(fixation duration),

분석하고자 하므로, 분석 지표는 얼마나 집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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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지의 ‘시선고정’이 아닌 얼마나 많이 보는지의

물 입면도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옥외광고물 입

‘시선방문’ 지표가 적절하다. 세분화된 AOI로 설

면도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수치지도, 서

정된 건물 2개 층은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미

울시에서 제공하는 S-MAP상의 건물정보, 네이버

AOI로 들어온 최초 시선방문 이후 AOI를 벗어났

지도의 거리뷰를 참고하여, 옥외광고물 유형 중 연

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선방문횟수’ 값보다, 시선

구 대상으로 한정한 건물에 부착된 벽면 이용 간판

이 AOI에 한 번 들어온 이후 그 안에서 시선이 움

(공연간판 포함), 옥상간판, 현수막, 창문 이용 광

직이며 머무르는 상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선방

고물을 표시하여 작성하였다. 저층부가 많이 셋백

문시간’을 분석 지표로 활용한다. 즉, 이 연구에서

되어 보행로에서 옥외광고물이 인지되지 않은 경

는 각 건물 입면 내 2개 층씩 세분화된 AOI에 대

우 입면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한 실험자들의 시선방문시간 값의 평균을 산출하

옥외광고물 입면도는 건물 한 층의 높이를 4m

고, 실험자가 어디를 가장 많이 보는지를 색의 구

로 산정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

분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히트맵을 작성한다.

119조 1항 9호에서 층수 산정 시, 층의 구분이 명
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그 건물의 높이 4m마다 하
나의 층으로 보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기
반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도 하나의 층을

Ⅲ. 옥외광고물 분포 특성

4m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데 근거한다. 즉, 작
성된 옥외광고물 입면도의 층수는 실제 건물의 층
수와는 별도로 4m로 표준화하여 설정한 것이다.

1. 분석 개요

작성된 옥외광고물 입면도를 통하여 옥외광고
물 유형별, 그리고 높이(층수)별 입면 면적을 구하

강남대로 옥외광고물의 분포 특성은 서초구 측
총 23개, 강남구 측 21개의 건물에 대한 옥외광고
<그림 1> 강남대로 옥외광고물 입면도

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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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9배 정도 크다.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의

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행자의 주시 특성

면적은 서초구 2,869.1㎡ 강남구 2,122.2㎡로, 서

분석을 위하여 AOI를 2개 층으로 설정한 기준을

초구가 약 1.35배 정도 크다. 이런 차이로, 건물

따라 2개 층씩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보행자의 시

입면의 면적 대비 옥외광고물의 입면 점유율은 서

선이 방문하여 머무는 시간을 분석하므로 옥외광

초구 11.0%, 강남구 14.3%로 강남구의 입면 점유

고물의 개수가 아닌 면적을 분석하였다. 건물 및

율이 더 높다(<표 3> 참조).

옥외광고물의 면적은 AutoCAD를 이용하여 산출
<표 4> 강남대로 옥외광고물의 입면 점유율

하였다(<그림 1> 참조).

구분

전체

건물 입면 면적 (㎡)
옥외광고물 압면 면적 (㎡)

2. 옥외광고물 분포 특성

옥외광고물의
입면 점유율 (%)

강남대로의 건물의 면적은 서초구 26,055.6㎡,

서초구

강남구

40,573.1 26,055.6 14,517.5
4,991.3

2,869.1

2,122.2

12.3

11.0

14.6

강남구 14,517.5㎡로, 서초구가 강남구와 비교해
<표 3> 강남대로의 옥외광고물 분포

(단위: 면적 ㎡, 비율 %)
강남대로

유형
높이

벽면 이용 간판
면적

비율

옥상간판
면적

현수막

비율

면적

창문 이용 광고물
비율

면적

비율

높이별 종합
면적

비율

1~2층

1,035.4

20.7

0

0

5.8

0.1

497.1

10.0

1,538.2

30.8

3~4층

1,241.8

24.9

5.4

0.1

164.2

3.3

334.4

6.7

1,745.8

35.0

5~6층

407.6

8.2

139.7

2.8

135.4

2.7

262.3

5.3

945.0

18.9

7층 이상

395.2

7.9

159.2

3.2

34.5

0.7

173.2

3.5

762.2

15.3

3,080.0

61.7

304.3

6.1

339.9

6.8

1,267.1

25.4

유형별 종합

4,991.3 (100)

서초구 강남대로
유형
높이

벽면 이용 간판
면적

비율

옥상간판
면적

현수막

비율

면적

창문 이용 광고물
비율

면적

비율

높이별 종합
면적

비율

1~2층

455.4

15.9

0

0

0

0

338.8

11.8

794.2

27.7

3~4층

665.9

23.2

0

0

123.3

4.3

284.1

9.9

1,073.4

37.4

5~6층

106.7

3.7

77.3

2.7

122.5

4.3

195.8

6.8

502.3

17.5

7층 이상

291.5

10.2

0

0

34.5

1.2

173.2

6.0

499.2

17.4

유형별 종합

1,519.6

53.0

77.3

2.7

280.4

9.8

991.9

34.6

2,869.1 (100)

강남구 강남대로
유형
높이

벽면 이용 간판
면적

비율

옥상간판
면적

현수막

비율

면적

창문 이용 광고물
비율

면적

비율

높이별 종합
면적

비율

1~2층

580.0

27.3

0

0

5.8

0.3

158.3

7.5

744.0

35.1

3~4층

575.9

27.1

5.4

0.3

40.9

1.9

50.3

2.4

672.5

31.7

5~6층

300.9

14.2

62.4

2.9

12.9

0.6

66.6

3.1

442.8

20.9

7층 이상
유형별 종합

103.8
1,560.4

4.9
73.5

159.2
227.1

7.5
10.7

0
59.5

0
2.8

0
275.2

0
13.0

263.0
12.4
2,12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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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의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 총면적을

자가 참여했다. 실험은 2020년 9월 21~22일 양일

100%로 하여 유형별 옥외광고물의 비중을 살펴보

간 11시~17시 사이에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웨

면 벽면 이용 간판이 61.7%로 가장 높았으며, 창문

어러블 아이트래커를 착용하고 실험 대상지인 강남

이용 광고물(25.4%)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

대로를 보행하였다. 실험을 위한 표본 수가 10명으

으며, 현수막(6.8%)과 옥상간판(6.1%)은 유사한 수

로 제한적이지만, 실험을 진행한 1인당 약 40분의

준이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와 강남구

시간 동안 수만 건에 이르는 시선방문회수와 시선

모두 벽면 이용 간판 > 창문 이용 광고물의 비율이

방문시간, 시선고장시간 등의 데이터가 생성되므로

높았으며, 강남구는 옥상간판이 현수막보다 많았

데이터 샘플의 양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서초구는 강남구에 비하여 창문 이용 광고물의

실험의 목적을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설명할 경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구는 벽면 이용 간판

우 참가자들이 의식적으로 보행 중에 시선을 이동

이 7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4> 참조).

하여 실험 데이터가 오염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높이별로는 3~4층에 35.0%가 집중되어 있고,

참가자들에게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걸으세요’라는

그다음으로 1~2층(30.8%)  5~6층(18.9%)  7층

시나리오를 전달하여 의식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주

이상(15.3%) 순으로 나타났다. 즉, 4층 이하에

시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서초구

65.8%의 옥외광고물이 집중되어 있다. 옥외광고물

측을 보행하고 강남구 측을 보행하여 돌아오는 동

유형별로는 벽면 이용 간판은 3~4층에 가장 밀집

선과 강남구 측에서 시작하여 서초구 측으로 돌아

되었고, 옥상간판은 7층 이상에, 현수막은 3~4층

오는 동선을 50%씩 맞추어, 긴 보행으로 인한 체

에, 창문 이용 광고물은 1~2층에서 높은 비중을 나

력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타내었다. 서초구의 경우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과

아이트래킹 실험의 개요는 <표 5>와 같다.

동일한 순서였으며, 이와 다르게 강남구의 경우는
1~2층에 35.1%가 위치하였으며, 다음으로 5~6층

 7층 이상의 순서를 보였다.

<표 5> 아이트래킹 실험 개요
구분

내용

실험과제

∙ 강남대로 약 700m(왕복 약 1.4km) 보행 시
시선 추적

실험 참가자

Ⅳ. 보행자의 주시 특성 및 시사점

∙ 10명 (남자 5명, 여자 5명)

일시

∙ 2020년 9월 21일~22일 11시~17시
∙ 1인당 약 40분 정도의 보행시간 소요

방법

∙ 시나리오: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걸으세요’

2) 데이터 추출과 분석

1. 아이트래킹 실험 개요
아이트래킹 실험 참가자는 안경 미착용자, 렌즈
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 후 시력 1.0 이상을 조건으
로 모집하여, 남자 5명, 여자 5명, 총 10명의 참가

앞 서 연구 방법 설정에서 설명하였듯이 각 건
물의 2개 층씩 설정된 AOI별로 실험 참가자들의
‘시선방문시간’ 값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실험 참
가자는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보행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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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강남대로의 건물 높이별 입면 점유율과 시선방문시간

1~2층
높이
입면
V,D
건물
점유율
서1
0 9.69
서2
7 4.75
서3
5 1.00
서4
18 16.80
서5
26 0.45
서6
2 1.05
서7
25 4.29
서8
1 11.68
서9
45 9.24
서10
14 9.15
서11
51 13.51
서12
83 10.15
서13
17 9.30
서14
23 13.60
서15
25 18.16
서16
23 9.49
서17
16 10.88
서18
22 14.49
서19
4 12.63
서20
15 7.16
서21
14 7.35
서22
19 4.81
서23
27 2.34
평균
21 8.78

(입면 점유율: %, V.D(Visit Duration): s)

서초구 강남대로
강남구 강남대로
3~4층
5~6층
7층 이상
1~2층
3~4층
5~6층
7층 이상
높이
입면
입면
입면
입면
입면
입면
입면
V,D
V,D
V,D 건물
V,D
V,D
V,D
V,D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20 1.21
2 0.14
0 0.70 강1
21 20.30
8 0.80
4 0.17
2 0.10
25 0.41
4 0.04
0 0.54 강2
25 6.70
6 0.18
2 0.08
0 0.37
21 0.93
4 0.05
0 0.00 강3
11 15.36
14 4.17
10 0.84
0 0.03
15 0.36
15 0.08
4 0.02 강4
9 8.04
7 0.08
0 0.05
0 0.00
6 0.18
0 0.00
0 0.00 강5
15 9.34
14 0.06
0 0.14
2 0.39
21 0.40
39 0.00
0 0.28 강6
17 13.43
0 0.03
0 0.00
0 0.00
11 0.01
0 0.00
0 0.02 강7
2 9.17
0 0.01
0 0.04
19 0.21
0 0.05
0 0.03
7 0.10 강8
52 11.98
31 0.30
11 0.35
17 0.03
0 0.46
96 0.79
0 0.38 강9
18 39.76
18 0.09
1 0.12
24 0.16
20 0.30
14 0.21
4 0.42 강10
43 32.70
38 0.71
44 2.58
9 0.98
37 0.09
9 0.06
12 0.15 강11
26 15.13
29 1.78
54 2.93
8 0.39
63 0.11
13 0.03
19 0.00 강12
3 11.36
12 0.14
10 0.07
0 0.01
23 0.01
13 0.00
12 0.03 강13
20 7.27
11 0.62
6 0.04
88 0.24
22 0.50
20 0.06
0 0.00 강14
30 11.27
52 8.07
31 0.85
0 0.06
34 0.10
29 0.00
41 0.10 강15
23 8.28
16 0.34
0 0.00
0 0.00
18 0.57
3 0.03
0 0.02 강16
8 12.30
15 0.56
0 0.02
0 0.00
41 0.18
0 0.00
0 0.04 강17
15 8.84
7 0.41 100 2.74
0 0.00
64 0.05
20 0.00
16 0.01 강18
4 5.28
14 0.02
0 0.00
0 0.00
25 0.82
53 0.27
2 0.55 강19
24 17.86
6 0.05
0 0.02
0 0.74
33 2.66
0 0.04
0 0.04 강20
31 9.12
0 0.00
0 0.00
0 0.18
0 0.51
0 0.24
0 0.07 강21
3 0.00
36 0.00
9 0.00
0 0.00
30 0.24
0 0.00
3 0.14 평균
19 13.02
16 0.88
13 0.53
8 0.18
41 0.03
0 0.00
13 0.00
25 0.44
15 0.09
6 0.16

보행하는 같은 면만을 주시하지는 않았으며 길 건

는 지점을 빨간색 > 노랑 > 초록의 순으로 나타내

너편을 주시하는 경우도 해당 건물의 AOI별 시선

는 히트맵을 작성하여 보행자의 주시 현황을 직관

방문시간에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표 6>은 각 건물의 높이별로 옥외광고물이 건
물 입면에서 차지하는 면적 (입면 점유율)과 시선

옥외광고물에 대한 보행자의 주시 특성을 도출하
였다.

방문시간의 평균을 제시한다. 크기가 각각 다른 건
물에 다양한 크기로 옥외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으
므로 건물과 옥외광고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2. 옥외광고물과 보행자의 주시 특성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입면 점유율을 활용하였다.
옥상광고물의 경우 설치된 옥상광고물 면적만큼

1) 보행 시 일반적으로 2층 높이까지 주시

건물 입면이 확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옥상광고

건물의 높이별 시선방문시간은 서초구와 강남

물의 경우 입면 점유율을 100%로 계산하였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시선이 더 자주 머무르

구 모두 1~2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는
8.78초와 강남구 13.02초였으며, 3층부터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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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남대로 옥외광고물 시선방문시간 히트맵

1초를 넘기지 못하였다. 1~2층의 저층부에 시선방

율과 보행자의 시선방문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문시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림 2>의 히트맵

하였다. SPSS ver.26을 이용한 피어슨(Pearson)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 결과는 사토 마사루

상관분석을 통하여 양적인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유

(1998)의 보행자 시선이 10m 이하에 머무른다는

의한 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론이다.

상관분석 결과, 1~2층, 3~4층, 그리고 7층 이

<표 4>의 옥외광고물 분포 특성을 보면, 옥외광

상의 높이에서 옥외광고물의 입면 점유율과 시선

고물의 입면 점유율이 1~2층보다 3~4층이 더 높

방문시간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았음에도 불구하고, 3~4층에 대한 시선방문시간은

즉, 해당 층에서는 옥외광고물이 얼마나 많이 설치

매우 짧았다. 특히 서초구의 옥외광고물 입면 점유

되어 있는지와 사람들이 주시하는지는 관계가 없

율이 1~2층은 27.7%, 3~4층은 37.4%로 3~4층

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5~6층은 옥외광고물의

이 10% 정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2층의 시선

입면 점유율과 시선방문시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방문시간은 8.78초인데 반해 3~4층의 시선방문시

의미한(p<0.01) 정적 상관관계(positive corelation)

간은 0.44초에 그쳤다.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 참조).

2) 옥외광고물 면적은 보행자 주시와 제한적
상관관계

<표 7> 강남대로의 건물높이별 옥외광고물의 입면점유율과
시선방문시간 간의 상관관계
강남대로

사람들이 보행하면서 주변을 주시하는 행태적
특성이 옥외광고물의 면적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

1~2층 입면 점유율

r(p)

하였다. 즉 옥외광고물이 건물의 입면을 많이 점유

3~4층 입면 점유율

r(p)

5~6층 입면 점유율

r(p)

7층 이상 입면 점유율

r(p)

하며 많이 부착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행자가 주시
하는 시간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건물 높이별 옥외광고의 입면 점유

*< 0.01

1~2층 시선방문시간
.214 (.164)
3~4층 시선방문시간
.264 (.083)
5~6층 시선방문시간
.704* (.000)
7층 이상 시선방문시간
.009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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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 및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높은 주목도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서 5~6층의 경우 옥외광

<표 8> 5~6층 높은 시선방문시간의 건물과 옥외광고물 유형
구

고물의 입면 점유율과 보행자의 시선방문시간 사
이 상관계수가 .704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5~6층
높이
입면
건물
V,D
점유율

옥외광고물 유형

서9

96

0.79

옥상간판

서19

53

0.27

현수막

서21

0

0.24

-*

서10

14

0.21

창문 이용
광고물

서1

2

0.14

-**

강11

54

2.93

벽면 이용
간판(전광판)

강17

100

2.74

옥상간판

강10

44

2.58

벽면 이용
간판(전광판)

강14

31

0.85

벽면 이용
간판(전광판)

강3

10

0.84

벽면 이용
간판(전광판)

으로 분석되었다.
5~6층에서만 상관관계를 가지는 원인을 분석
하기 위하여, 5~6층에 위치하며 평균보다 높은 시
선방문시간을 가지는 옥외광고물의 특성을 분석하
였다. <표 6>에서 서초구 5~6층의 평균 시선방문
시간 0.09초보다 긴 5개의 건물과 강남구 5~6층
의 평균 시선방문시간 0.53초보다 긴 5개의 건물

서
초
구
강
남
대
로

을 분석한 결과, 대형의 옥상광고물, 현수막, 그리
고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경우가 해당하였다(<표
8> 참조).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행 시 2층 높
이까지 주시하지만, 5~6층까지 시선을 높여 바라
보는 경우는 대형 및 디지털 광고물이 있는 경우
로, 이는 대형 및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높은 주목
도를 의미한다.
특히 높은 시선방문시간을 나타낸 강남구의 강
11, 강10, 강14는 2008년 ‘강남대로 미디어 특화
거리’ 추진 당시 강남구의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
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에 따라 정책적인
지지를 통하여 설치된 벽면형 전광판이다.1) 강3은

강
남
구
강
남
대
로

2017년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설치된 대형
벽면 이용 간판으로, 건물의 코너부에 설치되어 전
면부의 입면 점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평
균보다 높은 시선방문시간을 기록하였다.

* 건축물의 조형적 형태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됨
** 3~4층에 위치하는 대형 현수막에 대한 시선방문이 연결된 것
으로 판단됨

1) 자치구별로 이러한 규제완화 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면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특정구역 고시에 대한 권한이 2013년 서울시로 이전
되었다. 이 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1호)’를 통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타사광고 시 수평거리 각 2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서울시의 새로운 고시에서 제시한 유예기간 5년이 지난 시
점에 강11, 강10, 강14의 전광판들은 철거 위기에 처하였지만,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설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http://www.
sptoday.com/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79998)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 분포에 따른 보행자 주시 특성 및 시사점 연구

3. 시사점

혼잡한 도시경관을 초래함을 의미한다.
불법광고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

1) 옥외광고물 설치 높이 제한

리나라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주체인 상인들의

아시아의 국가 중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선진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상인들은 상점의 존재를 알

관리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옥외광고물을 보행자

리는 매체로서 사회의 최전선인 가로를 향하는 옥

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매체로 규정한다(이승

외광고물을 더 크고, 더 많고, 보다 튀게 설치하고

지, 2020: 53).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은 해당 가로

싶어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을 많이 설치하여 입

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면 점유율을 높이는 것과 보행자가 많이 또 오래 주

보행자가 보행 시 일반적으로 2층 높이까지 주시하

시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강남대로 옥외광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이 이루어져

물의 입면 점유율은 3~4층이 더 높았지만, 해당 층

야 한다. 크고 많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이 상인들

에 대한 시선방문시간은 1초 미만으로 매우 짧았음

이 기대하는 시각적 부각 및 정보전달의 기능을 하

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 못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서울특

현재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에서는 벽면 이용

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간판의 가로 크기는 업소 가로 폭의 80%(최대

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

10m),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

조에서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의 폭 이내(판류형 최대 80cm 이내, 입체형 최대

높이를 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3층까지 설치 가

45cm 이내)와 같이 최대 크기 제한이 있기는 하지

능하였던 높이를 2019년 개정을 통하여 5층으로

만 건물 입면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기준이 제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는 보행자의 주시 특성을

시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기준 역시 면적총량제 또

고려하면 옥외광고물로서의 효과가 미흡하며, 오

는 가로세로 크기가 아닌 각 옥외광고물의 면적 제

히려 혼잡한 도시경관을 유발하는 기준으로 판단

한 등의 방안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설치 가능 높이에 대
한 기준은 보행자가 주시하는 높이를 고려하여 재

3) 대형 및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물의 입면 점유율과 보행자의 시선방
문시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

2) 옥외광고물 크기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

하고, 옥상광고물, 전광판과 같은 대형 및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입면 점유율과 보행자의 시선방

광고물은 높은 주목도를 보였다.

문시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5~6층을 제외

2017년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하

한 다른 층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여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면적 225㎡ 이하의

었다. 이는 옥외광고물을 보다 크게 더 많이 설치

대형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

하여도 보행자의 주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고(제4조 제1항 제4호), 해당 벽면 이용 간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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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광고 및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있

상으로 명시하였다. 즉 옥상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어 광고를 수용하는 주체인 보행자의 행태적 특성

대형 전광판을 벽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

을 반영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될 필요

여 주었다. 실제로 조례 개정 이후, 해당 유형의 옥

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이트래킹 기법을

외광고물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활용하여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의 분포에 따른

이러한 대형 및 디지털 광고물이 도시경관에 미

보행자의 주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

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미국에서 도시의 스카이라

리 기준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 및 경관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

연구 대상지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

표적인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전광판을

로의 옥외광고물 입면도를 작성하여 그 분포 특성

시각공해로 규정하고 신규 설치를 금지할 뿐만 아

을 분석한 결과,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 유형

니라 기존의 전광판을 디지털화 하는 것도 금지하

중 벽면 이용 간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창문

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위와 같이 벽면에 까지

이용 광고물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높이별로는 강

대형 디지털 광고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남대로 전체적으로는 3~4층에 옥외광고물이 가장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225㎡라는 면적에 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한 사전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이트래킹 실험을 통하여 건물에 부착된 옥외

많은 수익을 유발하는 타사광고가 허용되며 대

광고물에 따른 보행자의 주시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형이면서 디지털 광고물이 허용되어 높은 주목도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자는 보행 시

를 가지는 옥상간판 및 대형 벽면 이용 간판은 그

일반적으로 2층 높이까지 주시한다. 옥외광고물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입면 점유율은 3~4층이 더 높았지만, 해당 층에 대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 시선방문시간은 1초 미만으로 매우 짧았다. 따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서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높이에 대한 기준은 이
를 반영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옥외광고물
의 입면 점유 면적은 보행자의 주시와 제한적 상관
관계를 가진다. 옥외광고물의 입면 점유율과 보행

Ⅴ. 결론

자의 시선방문시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5~6층을 제외한 다른 층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인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이 시각공해를 야기하며

들이 가지는 옥외광고물 크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는 지탄은 반세기 넘

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

게 지속되어 왔다.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제도와

가 있다. 셋째, 대형 및 디지털 광고물은 높은 주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근거가 미약하여 준수에

도를 가진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된 5~6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옥외광고

서 높은 시선방문시간을 가진 옥외광고물의 특성을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 분포에 따른 보행자 주시 특성 및 시사점 연구

분석한 결과 대형의 옥상광고물, 현수막, 디지털 광
고물이 설치된 경우였다. 이와 같이 대형으로 설치
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보행자들의 높은 주목도를
고려하여 관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의 아이트래킹 실험을

선호가 시각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지: 소비자광고」, 12(2).
김지호·권승원·김계석·이경아, 2012, “아이트래커를 활용
한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적용의 효과 검증연구”,
「광고학연구」, 23(2).
김지호, 2017, “광고의 시지각적 연구를 위한 아이트래킹

통한 보행자의 주시 특성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방법론의 이해, 현황 및 제언”, 「한국광고홍보학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

보」, 19(2).

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지가 강남대로 한
곳이며, 아이트래킹은 소수의 실험 참가자로도 방
대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험 참
가자가 보행자 10명으로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와 기준의 더욱

여미·이창노·권만우, 2015, “아이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상
업시설

간판의

가독성

연구”,

「Jo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rach」, 14(4).
이승지, 2020,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도시경
관을 고려한 세부기준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12(1).

치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의 부정적

조형규·전유진·하수훈·최진혁, 2015, “아이트래킹 기법을

영향이 심각한 학원가와 같은 근린상가 밀집지역

활용한 도시건축경관 연구 동향”, 「한국산학기술학

등으로 실험 대상지를 확대하고. 실험참가자의 대

회 학술대회논문집」.

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광고
를 제공하는 주체가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흡·강준만, 2009, “간판의 문화정치학: 간판은 어떻게 한
국 사회를 재현하는가?”, 「한국언론학보」, 53(6).
천용석, 2020, “옥외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검
증과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도로변 야립광고를 중
심으로”, 「○○H광고학연구」. 17(3).
황미경·권만우·박민희, 2019, “색상(Color)과 형태(Form)
에 따른 시각적 주의에 관한 연구 – 아이트래킹 실
험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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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 고
1. 원고의 대상 및 종류
1) ｢서울도시연구｣는 서울 및 도시관련 분야의 연구성과를 수록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
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2)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문헌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
위를 말한다.
4) 본지에 투고한 후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재투고할 수 없다.
2. 원고의 분량
1) 논문의 분량은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A4 용지 15매 내외로 한다.
2) 원고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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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작성
1) 모든 원고는 본지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는 워드프로세서(글)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의 첫 페이지에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각주에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직급)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1인일 경우 그 저자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소속 뒤에 기재하며,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기재한 후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
한다.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기재한 후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5)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작성해야 하며, 수정 없
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6) 투고자는 논문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
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원고의 접수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본지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주저자의 이름･소속 및 직급/직위･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
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소속 및 직급/직위･주민등록상
의 주소･연락처 등도 기재해야 한다.
4)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본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심사를 거쳐 서울도시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 및 홍보를 위해 일부 인용 및 활용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 저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
위원회는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5)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
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본지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시 표절검증절차를 운영한다.
(1) 본지 편집위원회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표절률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판명된 논문은 저자
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Ⅱ. 원고작성방법
1.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영
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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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2) 영문논문의 구성
(1)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국문제목, 국문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2) 저자의 소속/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2. 논문제목 표기
1) 논문제목은 연구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저자명 아래에 영문제목을 작성한다.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2)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제목을 기재한다.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eoul).
2) 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3. 저자 표기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제목 밑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제목 밑에 영문 저자명을 기
재한다.
2) 표기 방법
(1) 영문저자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성을 기재한다.
(예: Gildong Hong, Gil Dong Hong, Gil-Dong Hong)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저자명의 오른쪽 어깨에 *, **, ***, … 을 표기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
어 구분한다.
4.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2) 표기 방법
(1) 저자가 1인일 경우에는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2)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
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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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4)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5) 이상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교신저자 연락처 작성요령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저자가 1인일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②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교신저자(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 서울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Metropolitan Planning
Research Gro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③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서울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Management,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서울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Metropolitan Planning
Research Group, Seoul Development Institute), 교신저자(E-mail: paper@sdi.re.kr,
Tel: 02-2149-1234)
5.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 작성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6. 주제어(Key Words) 표기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5개 내외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7. 본문 작성방법
1) 본문은 논문의 통상적인 전개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원고의 읽기와 교정이 용이하도록 용지의 상하좌우 및 행간에 여백을 두도록 한다. 논문의
요약 부분을 제외하고는 2단 편집으로 한다(글자체 #신명조, 글자크기 10.5pt., 장평 95%,
자간 -10%, 줄간격 168%로 하고, 용지 종류는 A4(국배판), 용지여백은 위 32mm, 머리말
12.5mm,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31mm, 아래쪽 32mm, 꼬리말 12.5mm로 한다).
3)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4) 본문의 단락 표기는 왼쪽 들여쓰기 2칸으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각 항목별 세부작성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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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기 언어 및 표기 방법
1) 국문원고의 경우, 의미 전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및 외래어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2) 목차 및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번호 전개는 Ⅰ., 1., 1), (1), ①의 순으로 한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9. 도표 및 사진
1) 표번호는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2) 그림번호는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의 중앙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3) 사진번호 표기방법은 그림번호 표기방법에 준한다.
4)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5)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0. 인용문헌,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법
1) 인용문헌
(1) 본문 중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page)를 밝힐 수 있다.
① 단독연구 : 장병권(2000)에 의하면 … , Smith(1992: 82~83)는 … , 이들 연구(유승호,
1996; 임창호, 1998)에 의하면 … , … 라는 견해도 있다(황혜선, 1999: 25~27).
② 공동연구(2명인 경우) : 김주찬･민병일(2003)에 의하면 … , Getis and Ord(1992)는 … ,
… 라고 말하고 있다(Howe and Linaweaver, 1967; Weeks and Mcmahon, 1973)
③ 공동연구(3명 이상인 경우) : 이동필 외(2001)는 … , … 라고 지적하였다(Maidment
et al., 1985), Maidment et al.(1985: 50~52)은 ….
(2) 국문 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다 밝히고, 영문저자명은 성만 기재한다. 중국, 일본 등 한자
표기 저자명은 국문 저자명의 표기방법에 준한다.
(3) 인용문헌은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고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각주
(1)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예: 1), 2), 3), … )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2) 각주에는 가능한 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참고문헌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2) 논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처 및 페이지를 밝히고, 논문 제목은 “ ”으로 표시
한다.
(3) 단행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서명(書名), 페이지(필요한 경우), 출판자의 순으로 기록하
고, 서명은 ｢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4)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가나다 또는 abc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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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6)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7) 이상 참고문헌 작성요령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국문단행본 및 보고서
노융희, 1987,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녹원출판사.

②

③

④

⑤

⑥

고재경･정규호･김희선, 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개발
연구원.
서울특별시, 1992,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보고서｣.
국문논문
최상철, 1992, “동북아 연안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협력”, ｢환경논총｣, 30:
65~106,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운수･정숙영･조용현･김경배, 2007,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8(1): 107~125.
김미연, 2005, “삼성동 코엑스 복합 문화공간 확장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영문논문
Moss, M. L., 1987, “Telecommunications, World Cities, and Urban Policy”,
Urban Studies, 24(6): 634~546.
Waket, D. and Odam, S., 1982, “The older women: Increase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53(3): 34~35.
영문단행본
McShane, W., 1990, Traffic Engineering,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leffer, Jeffrey and Salancik, Gerald R., 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herif, C. C., Sherif, M., and Nebergalle, R. E., 1965,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The social judgment-involvement approach, Philadelphia: W.
B. Sauders.
번역서
송경현･박용훈(역), 1994, ｢교통과 도시계획｣, 서울: 명보문화사(Blunden, W. R. and
Black, J. A., 1984, The Land-use/Transport System, 2nd ed., New York:
Pergamon Press).
Internet Web 자료(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통계연보 2003을 참고하였을 경우)
http://www.metro.seoul.kr/kor2003/main/index.html

11. 감사의 말 등 표기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2) 논문의 접수일, 심사완료일 및 최종원고채택일은 논문의 참고문헌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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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논문 심사
1. 심사대상
1) ｢서울도시연구｣에 게재하려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심사절차
1) 1차 심사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를 하여 투고된 논문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1차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2) 재심사 : 1차 심사 결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저자의 원고 수정 후 재심사를
수행한다.
3.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편집위원을 선정한 뒤 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
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위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 등을 검토해 투고논문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전공자를 추천해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추천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한다.
4) 만일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편집
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다른 편집위원이나
전공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서울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연구원 직
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7)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8)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로 나온 논문의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수행해야 하
는데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의뢰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9)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의 신분은 심사위원 상호간 및 투고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논문심사 기준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
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① 논문 주제의 적절성
②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료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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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⑤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⑥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⑦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⑧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익명성
1)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
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논문심사 판정
1) 1차 심사결과는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1) ‘현 상태 게재’는 원고 내용 그대로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2) ‘수정후 게재가’는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3) ‘수정후 재심사’는 논문이 대폭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4) ‘게재불가’는 본지의 논문으로 게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2) 재심사 결과는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판정의 이유와 근거를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에 작성, 소정의 기간 내에 본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7. 논문심사결과의 처리
1) 논문심사결과가 나오면 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의견서 사
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판정과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편
집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해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동일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현 상태 게재, 현 상태 게재, 수정후 게재가(또는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경우 ‘수
정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②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심사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올 경우 차악(次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현 상태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경우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3) 1차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로 나올 경우 재심사는 1차 심사 때 수정후 재심사로 판
정한 심사위원이 1차 심사 때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수행한다.
(4)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논문심사결과 처리 일람표 참조).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2호 2021. 6

3)

4)
5)
6)

7)
8)

(5) 1차 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가’ 판정이 나와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수정보완 여부 확인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현 상태 게재’ 판정이 나온
논문이라도 수정보완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 절차에 따른다.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경우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정 확인과정
에서 분명한 이유와 근거 없이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지적사항대로 원고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본지 편집위원회의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
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는 이의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발
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논문의 심사평은 필요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 처리절차를 일람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결과

판정

심사위원 3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함

-

게재하지
않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함

-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함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함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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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부정 행위의 처리
1) 투고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2)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
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3)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본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9. 투고논문 심사위원 위촉, 심사, 수정보완, 수정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10일 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투고논문이
서울도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주 내로 연장한다.
2) 1차 심사 :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의뢰받은 후부터 2주 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
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거절, 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재심사 :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의뢰받은 후부터 10일 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
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논문 수정보완 : 1차 심사 및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외하고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나온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의뢰받은 후부터 10일 내에 수정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수정보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5) 논문 수정확인 :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수정보완한 논문에 대해 수정확인을 해야 하는데, 1차
의 경우 10일 내에, 그 이후에는 7일 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얼마간 연장할 수 있다.
6) 수정확인 결과에 따른 논문 수정보완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확인 및 검토의견에 따라
1주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수정보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Ⅳ. 발 간
1. 원고 교정
1) 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심사 결과 및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 결과 ‘현 상태 게재’로 판
정난 논문에 대해 최종 교정을 담당한다.
2) 본지 편집위원회는 오탈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기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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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게재
1) 편집위원회에서는 교정 및 편집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호 발행일 이전 적절한 시기에 게재
원고를 확정해야 한다. 논문 수정 및 편집상의 이유로 해당 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2) 원고의 게재순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 확정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지원비 지급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연구지원비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지원비 지급기준에 기초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1) 본지는 1년에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본지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발행횟수를 조정할 경우
발행일은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5. 발행 부수
1) 본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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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연구윤리규정

2009년 6월 1일 제정
2011년 5월 27일 개정
2018년 5월 2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서울도시연구｣에 연구결과를 게
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
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서울도시연구｣에 제출된 논문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이 윤
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저자이다.

제2장 편집위원 윤리지침
제3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
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취급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서울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성) 논문심사 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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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사위원 윤리지침
제7조 (논문심사의 성실성과 적실성) 심사위원은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
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 (논문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 (논문심사의 타당성)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논문심사의 비밀 보장과 사전 인용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제4장 저자 윤리지침
제11조 (저자의 의무) 연구자는 학문추구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고,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
든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이다.
제13조 (자기표절)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또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지 않는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제14조 (이중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타 학술지를 통해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
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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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조 및 변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
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와 변조는 일종의 사기행위로서
연구자는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1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야 한다.
제18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 본지 편집위원회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전
에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IRB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간 대상 연구를 투고할 경우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서약) 연구자는 저자 윤리지침에 따라 논문 투고 시 본지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제20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투고논문에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
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
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③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본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